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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5년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

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정 부의 도시재생정책도 전통적인 관주도의 하

향적 도시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인 도시관리 

주체로서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서 마을공동

체에 대한 연구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연

구의 관심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축적 여부 등 결과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서 마을차원의 공동체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책지원이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강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도 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

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

지 측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공공개입 

이전에 도시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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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이 실제 기존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조직간 

관계 및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마을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활동, 공공정책에 대한 대응

을 심층적,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일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

의 대상지로는 이전부터 활발한 공동체조직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2013

년 서울시와 '소금길 프로젝트 '를 진행한 이후 2년 여간 공공지원을 받아 

활동을 지속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해당 지역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염리마을공동체,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청년

365, 통장협의회 등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아동여성지역

안전연대, 마포아트센터 등 비자발적인 조직의 각 대표와 해당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 및 간사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의 게시판, 페이 

스북(Facebook) 웹페이지와 자료실에 탑재된 정보 및 게시글, 그리고 방

송보도자료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소금길

과 소금나루, 마을문고,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등 커뮤니티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분위기와 주민들의 장소 활용 정도 등을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는 염리동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전에도 

이미 상당한 수의 자발적, 비자발적 마을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발적 주민조직이 상당수 

존재했다. 이는 상향적 도시관리방식을 가능하게 할 사회적 조건으로서 

주민들간의 자발적 연대와 결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염리동 지역에 기반한 주민조직들은 특정하게 공유된 문제의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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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역리더의 리더십 및 봉사정신에 의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종 

주민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을 주요 활동 내역으로 수행하였다. 염리동 

내에는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수의 비자발적 주

민조직이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주민조직과 공존하고 있

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비자발적. 자발적 조직이 우호적이고 느슨한 관

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단일한 공동체조직이 지역을 대표하며 여

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기존에 연구된 도시지역의 

자발적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다.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은 우선 공동체 조직간 관계 차원에서 소

금길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각 주민조직 대표간 

정기적인 만남을 야기하는 총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소금나루라는 공유공간의 존재는 조

직간 교류가 확대되고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활동의 수를 증가시키

는 촉매제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차원에서 염리

마을공동체라는 연대적 성격의 주민조직의 탄생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

공했을 뿐 아니라, 해당 조직이 자체적인 행정체계화를 달성하고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소금나루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

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염리동의 경우 기존에 자발적. 비자발적 공동

체조직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향적 도시관리를 가능하

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공공지원은 사업의 기회 제

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염리동

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

지는데 기여하였음 확인하였다.  

염리동은 저소득층 주거지로서의 형성과정과 다수의 대학과 인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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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입지적 특수성 때문에 뜻있는 선도자에 의한 마을차원의 자

발적 주민조직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

은 사회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단정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기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

가 지속될 것을 기대한다.  

 

♦ 주요어 :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마을조직, 공공지원, 조직 역량, 

커뮤니티 개발 

 

♦ 학   번 : 2014-2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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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5년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2의 성미산공동체를 

서울에 15개 만들고 싶다” 고 선언하며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최근 등장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도 전통적인 관주도의 

도시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공동체를 보다 적극적인 도시관리 

주체로서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도시관리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연구의 관심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 여부 등 결과적 측면에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나 

일본의 마치즈쿠리는 각 나라의 마을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3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확산시킨 퍼트남도 국가의 사회문화적 

                                            
1  진미윤.이유미.조인숙(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

할”,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18(1), p.103. 
2 권혁철, “박원순, ‘제2성미산’ 15곳 만든다”, 한겨레신문, 2011년 11월 3일, 접

속일자 2015. 12.07. 
3  Sorenson, A. and Funck, C.(2007), Living Cities in Japan: Citizens’ movements, 
machizukuri and local environments, London and New York: Routla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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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성격과 사회자본의 형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4  즉,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효과성은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기반과 문화적 전통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이해하는 필수적 기반이 되는 자발적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랑(Lang)과 혼버그(Hornburg)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의 간접적 지원방식은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로 하여금 한정

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

며, 주민들의 문제대응력이 높아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재를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공공의 지원은 지역에 

존재하던 기존 주민조직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써 시민인프라(civic infrastructure)를 구축할 수 있다.6  

그러나 간접적 공공지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포셋(Fawsett) 등 에 따르면 공공지

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자원의 분배문제와 프로젝트 수행과정

에 있어 주요 참가자 및 이해당사자의 권력분배 문제를 통해 갈등을 야

기할 수도 있다.7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라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

한 직접적 인센티브는 공동체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보다 심각하게는 

공동체가 정부의 정책 달성을 위한 관변단체이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

                                            
4 Putnam, R. D. (1998), “Foreword”, Housing Policy Devate, Vol. 9(1), p.v. 
5 Batton, 1967, the community development reader, p.36 
6 Lang&Hornburg, 1998, Housing Policy Debate, Volum 9, Issue 1, p.5 
7 Fawcett, S. B.(1995), “Using Empowerment Theory in Collaborative Partnerships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p.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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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투입된 공공지원의 실제적 효과

에 대한 위와 같은 논란은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주민 스스로에 의해 자

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좋은가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다.   

즉, 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념적으로는 마을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고 마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축적되도록 하는 것

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나,9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발적 공동

체가 공공지원으로부터 받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공공지원이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

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도시관리에서 상향적인 마을공동체 방식의 

가능성과 공공개입의 효과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가지 측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공공

개입 이전에 도시지역사회에 마을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보

는 것이다. 둘째, 공공지원이 실제 기존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성화, 조직

간 관계 및 역량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 존재하였으며, 2013년 

서울시와 '소금길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2년 여간 공공지원을 받아 

활동을 지속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8 염미경, 2000,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 한국사회학, 34(FAL), 

pp.747-782.  
9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환경철학」1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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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이 들어오기 이전 염리동 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소금길사업을 중심으로 공공지원이 염리동 지역 공동체 

조직의 역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였는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한국 자발적 마을공동체의 형성 및 발전과정 및 수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마을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일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별 주민이 아닌 공동체 조직의 현황과 역량에 연구질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 조직에 속해 활동하고 있지 않는 일반 

주민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염리동 지역에 기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이 아닌 단순히 

지리적으로 염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들 역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공공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수많은 마을공동체 지원정책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재정적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함된 공공사업으로서 

소금길사업 및 해당 사업과 연관된 공공지원이 염리동 지역에 위치한 

개별 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공동체 조직간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야기하였는지 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공공지원이 공동체 조직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여러 측면에서 관찰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염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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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개별 조직의 

역량 강화와 조직 간 관계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 3 절 연구문제의 설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 하에 놓인 염리동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인 ‘도시지역 자발적 마을공동체 조직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공공지원이 기존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두 개로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소금길사업 이전 염리동 내 마을공동체 조직의 형성 

및 발전과정은 어떠한가? 

1-1. 염리동 내 공동체 조직 각각의 주요 형성 및 활성화 계기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체계화 되어 있었는가? 

1-2. 소금길사업 이전 염리동 내 공동체 조직간 교류 및 네트워크가 

존재하였는가? 

1-3. 염리동 사례가 한국 자발적 마을공동체 확대가능성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공공지원이 염리동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 및 조직간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1-1.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의 내용과 특징은 어떠한가? 

1-2. 공공지원은 염리동 개별 공동체조직 역량을 강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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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시켰는가? 

1-3. 공공지원이 염리동 공동체조직간 교류를 증대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는가? 아니면 조직간 갈등을 야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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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 연구의 고찰 

 

제 1 절 자발적 마을공동체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국내 도시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지역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활동한 

사례 연구를 먼저 살펴본 후, 공공지원이 실제 이러한 공동체에 들어왔

을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를 정리하였다. 한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지역공동체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며,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자

발적 공동체로는 성미산 공동체와 장수마을 공동체, 부산 반송마을 공동

체, 수원 칠보산 공동체, 부산 물만골 공동체 등이 있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진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공동체(기영화 

외 2, 2013;박경옥.정지인, 2015; 양영균, 2013)의 경우 처음 공동체 

형성의 계기가 된 것은 ‘양 육 환 경 의  불만’과 ‘가 치 관 과  현실의 괴리’

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개인차원이 아닌 공동차원 의 문제접근과 

끊임없는 회의와 친목모임 등 ‘다양한  활동참여’와 ‘주민간의  접촉’ 등 

자발적인 주민들의 문제해결 노력이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 마 을 에  대한 애착’, ‘

마을에 대한 기대’, ‘ 마 을 살 이  만족감’이 높아졌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육아를 위한 마포두레생협과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10  

다음으로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의 경우 현재 마을사업을 이끄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대안개발연구모임이 만들어지기 이전 마을에 

부녀회나 청년회 같은 주민모임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 인근에 

                                            
10 기영화 외2,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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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커뮤니티시설도 없었다. 그러나 노후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마을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통해 형성된 

대안개발연구모임이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하고 지원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다. 현재 대안개발연구모임은 해산되었으나 해당 모임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기업인 (주)동네목수가 사실상 주민협의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주)동네목수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주민들 간에 소통과 상호교류가 가능한 

소모임을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소모임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점점 

소모임 이상의 활동들로 확장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결집력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었다.11  뿐만아니라, (주) 

동네목수를 통해 정부의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장수마을은 2013 년 4 월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지되어 2013 년 7 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12 

부산에 위치한 반송마을의 경우, 화장장 반대운동과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을 통해 주체적 활동의 힘을 실감한 주민들이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역신문 발간, 벽화그리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가다가 활동의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을 구의원에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13 

수원의 자발적 마을공동체인 칠보산 공동체에 대한 한 연구를 보면, 

                                            
11 여관현, 2013,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도시행정학보」, 

26(1): 52-87. 
12  박학용, 2015, “장수마을 재생과정에서 동네목수의 역할과 과제”, 「건축」, 

59(6): 46-50. 
13 최숙자, 2005, 도시공동체와 지역주민운동에 관한 연구: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

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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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산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이었으며, 교육 혹은 육아 단체의 운영을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시스템은 지역주민들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4  부산의 물만골 공동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부지 위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형상의 

특징으로 전면적 개발이 힘든 상황에서 ‘재개발 반대’라는 공동의 

의제로 시작되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현재 

400 여 가구가  토지공동불하를 받고 2002 년 환경부 생태우마을로 

지정되는 등 부산의 대표적인 생태환경마을이 되었다.15 

 

 

 

 

 

 

 

 

 

 

 

 

 

 

 

                                            
14 양영균, 2013, “한국 도시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확산 가능성 탐색”,「정신문화

연구」, 36(4): 97-135. 
15 권봉관,  2013, “도시의 ‘마을만들기’에 따른 공동체의 형성과 메티스(metis)의 
기능”, 「민속연구」, 27: 14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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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시지역 지역공동체 형성 요인 및 활동 성과 

지역공동체

이름 
관련 선행연구 공동체 형성 요인 공동체 활동 성과 

서울 성미산 
공동체 

- 박경옥.정지인 (2015) 
-기영화 외 2 (2013) 
- 권봉관 (2013) 

-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 
-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통한 주민간 
잦은 교류 

- 공동육아를 위한 
마포두레생협 결성  
- 대안학교 설립 

서울 
장수마을 
공동체 

- 여관현 (2013) 
- 박학용 (2015) 

-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 
- 지역리더의 존재 
- 다양한 소모임의 
존재 

- 주거환경 개선 
- 마을기업 설립 
- 재개발지역 해제 

부산 
반송마을 
공동체 

- 최숙자 (2005) 

- 혐오시설 입주 
반대라는 공동의 
문제의식 
- 지역리더의 존재 

- 마을도서관 설립 
- 마을기업 설립 
- 지역신문 발간 
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 
- 지역리더의 정계 
진출 
- 지역공동체 조직의 
시민단체화 

수원 칠보산 
공동체 

- 양영균 (2013) 
-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 

- 공동육아를 위한 
협동조합 및 
대안학교 설립 

부산 물만골 

공동체 
- 권봉관 (2013) 

- 재개발 반대라는 

공동의 문제의식 

-재개발지역 해제 

-400 여 가구 

토지공동불하 

-2002 년 환경부 

생태우수마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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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공동체 조직의 형성에 있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리더십, 지역에 대한 애착 및 소속감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가 지속되어 발전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존재와 주민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커뮤니티 공간 

및 리더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이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렇듯 형성된 도심속 지역공동체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로 첫째,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육아 등 지역의제 해결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둘째, 주민들 간의 느슨한 관계망, 공동체 의식 등 

사회자본 형성, 셋째, 지역과 관련된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성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 하에서 형성된 자발적 공동체에 공공지원 및 

개입이 들어가게 될 경우 해당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전히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관련 국내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염리동의 사례와 비교적 유사한 공공지원의 사례에 

대한 연구는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이경래(2014)는 자발적 지역공동체인 성미산공동체가 정부와 

함께 민.관 협업의 협력적 계획 모델이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저자에 따르면 

2013 년 하반기 서울시가 제안했던 민·관 협력의 새로운 공동체 

아카이브의 모델로서 성미산학교 아카이브의 구축은, 2008 년부터 

2010 년까지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오다 최근 재정, 공간, 인력문제 

등으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성미산마을에게 

공동체아카이브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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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서울시 마을아카이브 구축사업은 해당 마을구성원들의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 없이 진행되었으며, 둘째, 각 마을 

공동체의 기록화 수준이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아카이브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적용하지 못했고, 셋째, 서울시 시범사업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핵심 현안인 ‘지속성’을 위한 마을 아카이브 체계를 

제시하거나 돕지 못했으며 일부 전시행정과 일회성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박학용(2015)의 연구를 보면 장수마을 대안개발연구모임과 

마을기업 (주) 동네목수는 서울시와의 합의에 따라 2012 년 장수마을 

역사문화보존 정비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해당 용역은 

서울시가 총괄계획가(MP)를 두지 않고 주민들과 마을계획을 주도해 

왔던 장수마을 내 마을활동가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실상 민.관의 협력적 계획이라기 보다 전적으로 장수마을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재개발을 해제하고 대안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민합의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 

진행에 대한 주민의 반대나 갈등은 없었으며, 장수마을에서 진행해왔던 

토론과 활동내용 이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고 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결국 장수마을 공동체는 

성공적으로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서울시는 2013 년 4 월 

재개발예정구역을 해지하고 2013 년 7 월 장수마을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전환하였다. 2013 년 9 월에는 도시가스 설치, 

노후 하수관 교체, 골목길 정비, 방재시설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와 

마을박물관, 마을사랑방, 도성마당 등 커뮤니티시설 공사에 착수하여 

1 월에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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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두 사례를 통해 우선 성미산공동체와 서울시가 함께 실시한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실제 사업의 

진행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장수마을 공동체와 서울시가 실시한 

주거환경관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형태로서 서울시가 

사업의 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역공동체에 위임함으로써 

사업의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기존의 도시지역 자발적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동체조직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조직의 

형성과 확장 및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주민조직이 분포되어 공존하고 있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민조직들의 종류와 형성의 계기, 활동의 종류를 파악하고 해당 

조직들의 기존 관계망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존에 공동체 활동이 존재하고 있던 도시지역에 공공의 개입 

및 지원이 들어가게 될 경우 공동체조직의 역량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해당 변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와, 해당 

조직들의 관계망의 강화 여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성과 중심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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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검토 

 

염리동 사례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틀을 설정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 하였다. 우선 마을공동체가 최초로 형성되

는 계기 및 요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마을공동체의 발전 단계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이후 공공지원이 마을공동체의 역량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1.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형성 요인과 발전단계 이론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은 마을공동체가 부재한 지역부터 이미 자발적 

공동체 활동이 존재하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루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

하는 것을 정책 방침 16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미 존재하고 있던 

마을공동체가 어떠한 맥락과 경위로 탄생하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수준

의 역량을 지닌 공동체로 발전해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과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자발적 공동체 형성 요인에는 무엇이 있으며 해

당 공동체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자발적 마을공동체 문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발달해 있는 미국과 일본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

고자 한다.  

 

1) 자발적 지역공동체 형성 요인 

지역공동체 조직이 처음 형성되는 요인으로는 주로 리더십과 인센티

브(Hyman, 2002; Goetschius, 1969; Wandersman&Florin, 2000)가 언급된다.  

                                            
16 유창복,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 「환경철학」1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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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만(Hyman, 2002)은 이에 덧붙여 주민의 집합적 행동은 조직화를 

촉진하는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조직화를 촉진하

는 사건은 주로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마주한 지역문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괴치우스(Goetschius, 1969)와 반더스만 및 플로린

(Wandersman&Florin, 2000)은 지역공동체 조직 형성의 요인 중 각각 리더

십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다. 

괴치우스는 리더십 유형을 ① 이전의 경험을 통해 숙련되어 있고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토착형(experienced indigenous), ② 공동체 활동을 통

해 천천히 필요한 기술과 자신감을 형성해나가는 경험이 부족한 토착형

(inexperienced indigenous), ③ 공동체의 다른 멤버들의 성향이나 목표 및 

과정의 타당성에 전적으로 무관심할 뿐더러 스스로의 역할에 과다한 망

상을 품고 있는 소시오패스형(sociopathic), ④ 위원회의 멤버나 활동의 직

접적 리더로 나서지는 않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협회를 장려하거나 지역

문제에 대한 공론의 형성을 돕는 간접형(indirect)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보

고 있다.  

반더스만과 플로린은 자발적인 지역공동체 형성의 인센티브와 관련

하여 클라크와 윌슨(Clark and Wilson, 1961)의 분류를 따라 그 종류를 금

전적인 가치를 지닌 월급과 세금 감액, 부동산 가치 증대와 같은 ① 물

질적인 보상(Material incentives)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하며 

사회화와 지위, 그룹 인지/식별/증명/확인(identification)을 포함하는 ② 공

동이익/연대책임의 인센티브(Solidary incentive), 그리고 조직의 초개인적

인(supra-personal) 목표에 의해 도출되며 커뮤니티를 더 낫게 만들고 그

들의 의무를 다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것 등을 포함하는  ③ 목적의식 

인센티브(Purposive incentives)로 나누었다.17 이에 덧붙여 반더스만과 플로

                                            
17 Wandersman, A. & Florin, P.(2000), “Citizen Participation an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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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또한 대부분의 근린 커뮤니티 개발 노력이 그 주요한 목표를 근린 

거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열악한 주거환경, 빈집들, 쓰레기들, 공지, 부

적절한 행정서비스, 반달리즘과 범죄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실제 많은 근린개발 조직이 물리적인 쇠퇴의 위협 또는 현

실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18 

 

<표 2-2> 자발적 지역공동체 조직 형성 요인 

선행연구 
공동체 형성 

요인 
요인 내 세부분류 비고 

하이만(Hyman, 2002) 

사안의 경중, 
가용자원, 조

직화계기사건, 
리더의 존재 

  

바튼(Batten, 1967) 
문제의식, 가

용자원,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당면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는 깨달음 필요 

괴치우스(Goetschius, 
1969) 

리더의 존재 

-경험이 풍부한 토착형 
-경험이 부족한 토착형 
-소시오패스형 
-간접형 

 

반더스만과 플로린 
(Wandersman&Florin, 
2000) 

인센티브 

-물질적인 보상 
-공동이익/연대책임  
 인센티브 
-목적의식 인센티브 

대부분의 근린개발

조직은 구체적인 지

역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을 통해 형성 

 

                                                                                                               

Organisations”, Handbook of Community Psychology, Julian Rappaport and Edward 
Seidman (Ed).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New York, p.252. 
18 Ibid.,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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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직이 형성되는 주요 요인은 크게 

리더의 존재와 조직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2) 지역공동체 조직 발전 단계 

지역공동체 조직이 형성되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괴치우스

(Goetschius, 1969)의 설명이 유용해보인다. 그는 해당 과정을 다음의 6단

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역공동체 조직은 반드시 가시적인 

시작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우연적이고 즉흥적인 사회적 교류

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the starting point). 둘째, 그렇게 시작한 공동체 

모임은 초기에는 확실한 목적없이 비공식적인 개인들간의 만남을 통해

서 유지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점차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개

인간의 헐거운 네트워크는 작고 비공식적인 우정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합의나 동의도 없는 상황

이지만, 분명한 아이디어를 가진 소수의 토착리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다(exploration). 셋째, 헐겁게 연결된 비공식적인 공동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조직화되고 부동산과 같은 구체적인 지역문제에 

대해 신경쓰기 시작한다. 임시 회장과 함께 정기적인 미팅이 이루어지며, 

활동내역을 포함한 잘 만들어진 제안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때 공동

체 조직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회원을 끌어들이고자 노력하고 

협동의 과정에서 그룹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주 목표가 결정되

는 때가 바로 이 단계이다(formation). 넷째, 조직의 형성이 완료되고 구

조를 갖추게 되면서 화합력이 증가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진 공동체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

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development of programme). 다섯째,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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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히 자리잡은 협회와 과정을 통해 강한 그룹 의식이 대두되고, 개인과 

보조그룹의 행위에 대해 잘 정리된 규칙과 성공적으로 달성된 몇몇 목

표로 인해 정체성이 확립된다. 공동체 조직 활동이 안정됨에 따라 이웃

하는 외부의 보다 큰 조직과 협동이 이루어지며, 초기 리더들의 은퇴와 

새로운 리더들의 등장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the established 

association). 여섯째,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공동체 조직은 보다 큰 책임감

을 가지고 공식적인 기구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우 넓고 다양한 범주의 활동들이 다양한 토착 리더들에 의

해서 일어나며, 초기에 형성된 공동체 조직은 이제 다양한 조직들 중에 

하나일 뿐이며, 다른 자발적 조직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과 협상을 

하게 된다(Integration with the wider community).  

한편, 일찍이 마치츠쿠리 운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 조직

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안고 있는 일본은 위의 이론적인 논의들과 유사

한 공동체 조직 형성의 과정을 경험적으로 체험하여 정리한 연구가 많

다.  

일례로 사토(사토 요시노부, 2006)는 행정 주도의 지역만들기 사업에 

주민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에서 주민 주도형 마치즈쿠리로 이행하기 위

해서는 참가에서 참획, 주도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첫째, 참가 

단계에서는 주민이 마을 만들기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를 

발굴한다. 둘째, 참획 단계에서는 주민 가운데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민 간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셋째, 주도 단계

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통

의 목표를 만들어낸다. 여기에까지 3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같

은 단계를 거쳐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가 가능해진다.  

마쓰오(마쓰오 다다스, 2006)는 마치즈쿠리가 발전을 거쳐 성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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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시민 참여의 양상이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초기에는 마을 리더

가 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지만 자각하지 못했던 욕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주도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자신의 욕구를 구체화시키

는 경험을 하고 나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마을 활동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초기의 마치즈쿠리는 리더의 혁신적인 제안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는 반면, 이후의 마치즈쿠리는 다수의 참여자가 느슨

한 책임을 지며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은 예산으로 착실한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표 2-3> 마을공동체 조직 발전 단계 

선행연구 마을공동체 발전 단계 

괴치우스(Goetschius, 

1969) 

1) The Starting Point 

2) Exploration 

3) Formation 

4) Development of Programme 

5) The established Association Integration  

with the Wider Community 

사토 요시노부(2006) 

1) 참가 단계 

    - 리더 발굴 

2) 참획 단계 

   - 주민간 관계형성 

3) 주도 단계 

   - 공통의 목표 형성 

마쓰오 다다스(2006) 

1) 초기: 속도감 있는 사업의 진행 

2) 후기: 다수의 참여자가 느슨한 책임, 장기간에 

걸쳐 예산 대비 착실한 효과를 내는 사업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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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공동체조직의 발전과정은 미국의 경우 조직의 조직체계화 

정도와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한 반면, 일본의 경우 주민참여의 양과 질

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단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직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소수의 리더가 분담했던 역할이 다수의 주

민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 

 

2. 공공지원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공의 지원은, 단지 재정적인 지원 뿐 아

니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사업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일부만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을만들

기 사업의 대상지에 이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공공지원은 외

부에서 오는 새로운 변수로서 커뮤니티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

이 크며, 이에 각각의 지원 종류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바튼Batton(1967, Chapter 2.1, pp.33-42)에 따르면 커뮤니티 개발

에 직접적인 지원 및 개입을 agency worker등이 하게 될 경우 주민들은 

결정이나 생각을 직접 하지 않음으로써 경험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간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리드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높아질 뿐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한정된 자

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주민들의 문제대응력이 높아지

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재를 개발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한편, 이네스와 부어(Innes&Booher, 2003)는 협력적 계획을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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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ommunity)에 형성되는 사회적•제도적 역량 즉, 힐리 (Healy, 1998)

가 주장한 협력적인 역량(collaborative capacity)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

표를 만들고자 하였으며, 피시만(Foster-Fishman et al. 2001)의 분류를 따라 

협력적 역량이 형성되는 차원을 개인과 조직, 조직 간의 관계, 거버넌스

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이 중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적인 역량의 증진 내용과 관계적인 역량의 증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적인 역량의 증진은 다음과 같다. 협력적 계획을 통해 조

직 내 멤버들 간의 상호 신뢰가 높아지며, 이에 멤버 각 개인들 사이의 

네트워크의 질도 향상되어 더 나은 의사소통이 실현된다. 조직 내 정보

는 위와 밑 양쪽으로 모두 흐르며, 조직은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만든다. 이렇듯 역량이 강화된 조직은 문제대

응력과 회복력 측면에서 크게 발전하게 된다.  

다음으로 관계적인 역량의 증진은 이해당사자 그룹, 중개기관 그리

고 상호권력기관 간의 협력과 연합, 파트너십 증진을 포함한다. 해당  

조직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논쟁보다는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며, 잘 발전된 상호작용(interactions)을 하게 된다. 그들은 문

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공유되는 호혜적인 이익관계에 대해 잘 인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정을 내리고

자 한다. 협력적 계획은 또한 조직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다시 돌아봄으로써 거기에 대한 정보를 참여자들에게 다시 제공하고 이

를 통해 참여자들이 새롭게 배우는 과정을 강화시킨다. 

한편, 공공지원이 공동체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포

셋(Fawsett)등 에 따르면 공공지원을 통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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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문제와 프로젝트 수행과정에 있어 주요 참가자 및 이해당사자의 권

력분배 문제는 공동체조직 내 혹은 조직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19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라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

브는 공동체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보다 심각하게는 지역공동체가 정

부의 정책 달성을 위한 관변단체이자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 

요약하면, 공공지원은 공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

식으로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협력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 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및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개

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조직적 측면에서는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으로 공공지원은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조직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해당 

자원에 대한 조직의 의존도를 높여 조직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변단체로 전락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19 Fawcett, S. B.(1995), “Using Empowerment Theory in Collaborative Partnerships for 
Community Health and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23, No. 5, p.693. 
20  염미경(2000)에 따르면 마을 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수용 과정은 주민의 의사

를 반영하는 것이라기 보다 행정이 주관하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미 

결정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을 선택적으로 통압하여 사업 방향에 대

한 공유와 일정한 합의를 형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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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의 틀 

 

1. 각 영역별 분석 항목 

 

앞서 검토한 국내외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

의를 종합해 보면, 도시지역에서 자발적 공동체 조직이 최초로 형성되는 

주요한 계기는 리더 개인의 리더십과 공동의 문제의식 두 가지이다. 또

한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 조직은 지속적인 지역활동을 통해 사업 역량

을 증진시키고 조직적 체계화를 달성하는 단계를 거쳐 다른 주민조직 

및 공공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공공지원 이전 염리동 내 지역공동체 조직 발전과정 

먼저 현재 염리동 내에 존재하는 지역공동체 조직 중 어떤 조직이 

순수하게 주민주도적으로 형성되었으며,21 어떤 조직이 제도적 기반 하에 

생긴 주민조직인지 분류하여 22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의 조직이 

형성된 과정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공동체 형성의 요인으로 

빈번하게 언급된 다음 요인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비자발적 공동체조직 활동을 활성화 시킨 것이 지역주민들 

간에 공유되었던 공동의 문제의식인지 혹은 1-2 명의 리더에 의한 

리더십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자발적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지역주민들 간에 공유되었던 공동의 문제의식인지 혹은 1-2 명의 

                                            
21 이하 ‘자발적’ 공동체조직으로 명명하였다. 
22 이하 ‘비자발적’ 공동체조직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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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에 의한 리더십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공동체조직의 활성화 및 

형성의 계기가 리더십이나 공유된 문제의식이 아닐 경우 염리동만의 

계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공동체 발전 단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비자발적.자발적 

공동체조직이 공공지원이 들어오기 전 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 

둘째, 공공지원이 들어오기 이전 공동체조직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는지, 셋째, 조직간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었다면 2 개 이상의 

주민조직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이 존재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2) 공공지원을 통한 염리공동체 내 조직의 역량 변화 

염리동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로서 소금길프로젝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공동체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공공지원의 요소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

선 소금길 프로젝트가 공공지원 사업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

지고 제안된 것인지 알아본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체는 누구인지, 해

당 참여주체에 공동체조직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살펴본 후, 실

제 사업이 진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소금길사업 이

후에 염리동 공동체에 어떤 종류의 지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얼마 동

안 제공되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공공지원정책으로서 소금길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는 해당 지

원이 염리동 내 개별 공동체조직의 역량과 공동체 조직간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개별 공동체조직의 역량 차원에서는 첫째, 공동체조직의 수가 

증가하였는지, 둘째, 공동체조직의 활동이 변화 혹은 확대되었는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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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체계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넷째, 

지역의제를 해결하거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다섯째, 조직의 재정적 

의존도가 증가하였는지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동체조직 간 관계 차원에서는 첫째, 공동체조직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는지, 둘째, 공동체조직 간 교류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셋째, 공동체조직 간 협력적 활동이 증가하였는지, 넷째, 

조직 간 관계가 더 갈등관계로 변화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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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분석의 틀 

연구문제 연구항목 세부요인 관련 선행연구/요인선택 이유 

염리동 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발전과정 

공동체 형성 
요인 

공동의 문제의식 Hyman, 2002; Batten, 1967; 
Wandersman&Florin, 2000 

리더의 역할 Hyman, 2002; Goetschius, 1969 
염리동만의 요인 염리동의 특수성 정도 파악 

공동체 발전 
단계 

조직의 활동 내역 
Goetschius, 1969; 사토 
요시노부, 2006; 마쓰오 
다다스, 2006 

조직간 관계 및 
협력의 정도 

Goetschius, 1969 

공공지원 이후 
염리공동체 조직 

변화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의 
성격 
 

사업의 제안 및 
전개과정 

사업의 주민주도 정도 파악 

사업 이후 
지원내역 

공공지원 내용 및 종류 파악 

사업의 성과 
사업의 성과 유무 및 정도 
파악 

개별 
공동체조직 
역량 차원 

공동체조직의 수 Innes&Booher, 2003; Batton, 
1967 

조직의 활동 변화 
Innes&Booher, 2003; 마쓰오 
다다스, 2006 

조직의 체계화 

Goetschius, 1969; 사토 
요시노부, 2006; 마쓰오 
다다스, 2006; Innes&Booher, 
2003 

외부 기관과의 
협력 

Goetschius, 1969; Innes&Booher, 
2003 

조직의 재정적 
의존도 

공공지원에의 의존도 증가 
여부 파악 

공동체조직 간 
관계 차원 

조직간 네트워크 Goetschius, 1969; Innes&Booher, 
2003 

조직간 교류 Goetschius, 1969; Innes&Booher, 
2003 

조직간 협력 Goetschius, 1969; Innes&Booher, 
2003 

조직간 갈등 및 
단절 

Goetschius, 1969; Fawcet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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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지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대상지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일대이며, 염리동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주민조직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공공지원이 기존의 공동체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므로 공공지원이 일어난 2013 년을 기점으로 하여 

자발적 공동체활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던 2007 년 부터 공공지원이 

발생한 이후인 2015 년까지 총 9 년을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2013 년 이전의 공동체와 2013 년 이후의 공동체를 비교, 연구하였다.  

 

2) 연구대상지의 타당성 

염리동 지역은 현재 공동체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대부분의 조직이 각 리더의 

추진력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형성되거나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 년부터 진행된 

‘염리동 소금길 프로젝트’는 공공이 제공한 사업의 기회와, 해당 사업을 

통해 투입된 공공의 재정적 지원 및 물리적 공간 지원, 사업의 성과 등 

여러 형태의 공공지원이 기존의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과 조직간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간주되어 이같이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공동체 조직의 형성부터 발전 및 협력적 계획

을 통한 변화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관찰한다는 점에서 탐색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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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며 이에 질적연구방법인 주요인물 심층면담과 문헌 및 자료 열람을 

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각 연구방법에 따른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인물 심층면담(key person in-depth interview) 

염리동 지역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주민조직의 대표들을 일차적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염리마을공동체, 마을문고와 

솔트카페, 우리동네나무그늘, 청년 365 등의 자발적 주민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등 비자발적인 조직의 대표들이 

모두 포함된다. 심층면담은 개별적으로 사전 약속을 잡은 후 각 

대표들이 상근하는 조직의 사무국에서 최소 1 시간에서 최대 3 시간에 

걸쳐 면대면으로 실시하였다. 각 대표의 면담일은 염리마을공동체 

A 대표와 B 회장은 2016 년 1 월 25 일, D 대표 동년 2 월 16 일, E 대표 

동년 3 월 18 일, F 회장 동년 3 월 4 일이다. 

한편, 위의 주민조직에서 과거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코디네이터 및 간사 2 인, 그 외 마포구에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1 인을 주요 인물(key person)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H 공무원의 경우 2015 년 11 월 18 일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G 간사는 동년 12 월 28 일에, C 코디는 이듬해인 

2016 년 3 월 9 일에 각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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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심층면담 참여자 

  A 대표 B 회장 C 코디 D 대표 E 대표 F 회장 G 간사 H 공무원 
인

적

사

항 

연령 50 대 50 대 30 대 30 대 40 대 50 대 30 대 30 대 
성별 남 남 여 남 남 남 여 남 

직업 교회목사 출판업자 자영업자 활동가 정치인 퇴직자 
소금나루간

사 
공무원 

마

을

공

동

체

활

동 

현주

요직

책 

염리마을

공동체 
공동대표 

염리마을

공동체 
공동대표 

스페이스 
사이 
대표 

청년 365 
대표 

우리동네

나무그늘 
이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대표 

소금나루 
간사&솔트

카페 실장 

마포구청

마을공동

체담당 
참여

네트

워크 

염리마을

공동체 
염리마을

공동체 
- 

염리마을

공동체 
소금꽃 

네트워크 
염리마을

공동체 
염리마을공

동체 
- 

역할 

안건 
제안.발의

.대외협력

.의사결정 

솔트카페 
운영.봉사 

운영.회계

.실무.대
외협력 

운영.회계

.실무 
안건 

제안.발의 

안건 
제안. 
발의 

운영.회계.
실무 

- 

활동

기간 
2008-
현재 

2012-
현재 2015.1-9 

2011-
현재 2010-현재 2012-현재 2015-현재 - 

지역

사회

활동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

위원회장  

주민자치

위원, 
솔트카페 

이사, 
염리동 
문고 
회장 

염리마을

공동체 
코디네이

터 

신촌민회, 
주민자치

위원회간

사,염리마

을공동체

운영위원

장 

구의원 
출마 

주민자치

위원 

염리마을공

동체 간사, 
솔트카페 

실장 

- 

참여

형태 
리더 실무자 실무자 실무자 리더 리더 실무자 - 

 

(2) 문헌 및 자료 열람 

소금길 프로젝트를 통한 공공지원이 들어오기 이전 과거의 

염리공동체 역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의 특성상, 과거의 

기록을 담고 있는 각종 문헌 및 자료들도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문헌 및 자료의 수집은 2015 년 11 월부터 2016 년 3 월까지 약 5 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먼저 지역공동체의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다음(Daum)카페의 게시판, 페이스북(Facebook) 웹페이지과 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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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된 정보 및 게시글, 그리고 방송보도자료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자료수집이 진행되었다. 염리동 내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공동체조직이 

홈페이지 혹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특히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염리마을공동체, 청년 364, 우리동네나무그늘, 행복공학재단 등의 

카페를 중심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또한 염리동 공동체의 

형성과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염리동 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물로서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CPTED) 

소금길사업의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논문 4 부를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금길 보존 및 소금나루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은 2014 년부터 2015 년에 걸쳐 진행된 운영회의 및 총회의 

회의록을 총 3 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3) 현장 견학 및 관찰 

2015 년 12 월 염리동 마을 1 차 방문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느낌과 결과물로서 소금길을 살펴보았고, 2016 년 1 월에 소금나루, 

마을문고, 솔트카페를 각각 개인차원에서 방문하여 분위기와 주민들의 

장소 활용 정도를 살펴보았으며, 2 월부터 3 월에는 청년 365 서울지부 

및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추가적으로 방문, 관찰하고 소금나루를 수 차례 

추가적으로 방문하여 총 10 여 차례에 걸쳐 약 30 여 시간 이상 2016 년 

3 월 까지 해당 공동체를 관찰하였으며, 소금나루 간사 등과의 

비공식적인 대화 및 질의응답 등을 자료 분석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31 

제 3 장 공공지원 이전 염리동 내 지역공동체  

조직 발전과정 

 

제 1 절 염리동의 공간적 배경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1. 공간 및 지리적 특성 

 

염리동은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한 마포구에 속해있으며, 인접한 행

정구역으로 대흥동과 아현동, 공덕동 등이 있다. 지하철 2호선(이대역), 5

호선(공덕역), 6호선(대흥역) 등 지하철 3개 노선이 인접해 있고, 서울여

자중고등학교 외 6개 학교가 있으며, 인근에 마포아트센터가 위치해 있

다. 주택형태로는 단독주택이 77.3%(2,538동), 공동주택이 22.7%(747동)로 

단독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총면적은 0.43km2 로 해당 넓이에 총 16,990 명(7,194 세대)이 

거주하고 있어 서울시 평균인구밀도가 16,659 명/ km2 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구밀도가 39,512 명/ km2 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염리동은 고지대로 협소한 골목이 많아 경사가 

심하고, 청소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다. 23 

경찰청이 지정한 161 개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중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혀 2013 년 서울시에 의한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범사업이 시행된 바 있다. 또한 

                                            
23 염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http://yeomni.mapo.go.kr/CmsWeb/template/yeomni), 
2015.11.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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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에 지정된 아현뉴타운지역에 포함되어 5 개 구역으로 나뉘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다. 현재 염리 1 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염리 4 구역은 해제되었다. 염리 2,3,5 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지체되어 여전히 진행 중인데 염리 2 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관리처분인가가 나있는 상황이고, 3 구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올해 3 월 즈음 주민 이주가 예상되며, 5 구역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현재 승인된 상태이다.24 

 

 

<그림 3-1> 아현뉴타운 재개발 구역과 연구대상지의 위치 
출처: 나무위키(https://namu.wiki/w/아현뉴타운) 지도 위에 연구대상지 표시 

                                            
24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CmsWeb/viewPage.req), 2015.11.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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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0년 인구총조사 기준 약 1만 7천여명이 거주 중이며,25 성비가 95

명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26 평균연령은 38.6세, 65세 이상 인구

는 총 1,886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

울시 고령화 지수인 10.9%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27  

취약계층인 기초수급대상자가 405명, 장애인이 632명 거주하고 있으

며, 이는 염리동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한다. 

 

<표 3-1> 염리동 현황 

면적 인구 주택 
주민 
조직 

행정 
조직 

주요시설 

0.43 ㎢ 

- 총 7,194 세대 
- 총 16,990 명 
•남자 : 8,275 명 
•여자 : 8,715 명 

- 총 3,285 동 
•단독 2,538 동 

 (77.3%) 
•공동주택 747 동 
   (22.7%) 

20 통 
166 반 

2 개팀 
15 명 

•학교 7 개소 
•경로당 8 개소 
•어린이집 7 개소 

출처: 염리동 주민센터 홈페이지(yeomni.mapo.go.kr/CmsWeb/template/yeomni) 

 

제 2 절 소금길사업 이전 공동체조직의 형성 및 활동 

 

마포구에 위치한 염리동은 주변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

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젊은 활동가들의 지역

운동에 대한 실험이 이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진 곳 중 하나이다. 대안문
                                            
25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참고. 
26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27 2013년 기준, 시 통계 홈페이지(stat.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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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아카데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연계한 봉사활동단체,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운동을 시도했던 NGO

단체인 신촌민회 등 여러 단체들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운

동에의 뿌리가 깊이 박힌 곳이며,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민간조직이 존재해왔다. 

또한 염리동은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도록 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곳 중의 하나이며, 염리동 주민자치센터와 연

계하여 관의 지원으로 신설된 비자발적 조직들도 형식적으로만 조직이 

만들어져있는 여타 지역의 조직들과는 달리 주민리더의 적극적인 활약

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민간 혹은 직능단체들의 활동이 존재하는 염

리동의 특성 상 염리동의 지역공동체는 하나의 단일한 단체 혹은 조직

으로서 그 형성과 발전 과정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선 염리동에 존재하는 공동체조직을 비자발적으로 결성

된 조직과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의 두 부류로 나누어 형성 및 발전과

정을 살펴본 후, 소금길사업을 통한 공공지원 이전 공동체 조직 간 관계 

및 협력 내역은 크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들과 협동조합

인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중심으로 한 조직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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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조직28 

 

1) 주민자치위원회 

1999년 안전행정부는 시.군.구 조례에 의해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실

정을 고려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상설하게 

하였으며, 이에 염리동에도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이처럼 조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형성된 초기의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거주기간이 오래 되어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

다고 생각되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유지들로 이루어져 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마포구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가 만들어진 후 기존 주민생활지원협의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 종교단체 대표, 직능단체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마을의 

리더로 활약하였던 구본수 동장과 A 목사는 염리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2008년 당시 구본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마을사업

단’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염리동의 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마을

사업단’에는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구의원, 종교인, 마을 활동가 등으로 

10여 명이 참여하였고 전문가 한사람이 조언을 해주었다. 해당 단체는 

행정공무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에 상주하는 극단민들레 및 디

                                            
28  염리동 지역내 위치한 주민조직 중 조직 형성의 계기가 조례에 근거하거나 

행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제안된 경우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 ‘비자발적’

인 성격의 조직으로 분류하였다. 염리동 내 비자발적 조직은 이외에도 염리동 

지역 내 통장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통장협의회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연대로

서 청소년협의회 등이 있으나 해당 조직들의 대표와의 심층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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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고등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마포 황부자’라는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

최함으로써 최초의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염리동 주민들의 지역

운동에 대한 역량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2011년 당시 주민자치위원이었던 A 목사는 지역활동을 하

고 있는 단체들을 모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마을박람회 개최를 주도하

였으며, 박람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외에도 우리동네나무그늘, 통장협의

회, 신촌교회 등 약 15여개의 단체가 참여하면서 염리동 내 지역조직들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첫 계기가 되었다. 이후 A 목사는 주민자치위원

장으로 위촉되어 서울시가 지원한 소금길사업의 과정에서 염리마을공동

체를 출범시키는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A 대표: 처음에는..이제 저는 목사에요. 목산데 이제 교회가 자기네 교

회만 일하면 안된다는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었구요 저는. 그래서 마을과 

같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마을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는 동사무소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른데는 아직까지 이제 요즘 들어와서 마을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지만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게 주민

센터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다가 주민

자치위원회장이 됐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장 4년 하면 임기가 끝내서 여기

와서 다시 대표가 됐고…이제 그렇게 된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

가 있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마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게 되

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러면 그것이 목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거죠. 

 

정리하면, 초기 주민자치위원회는 직능단체로서 행정 조례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립되어 정관을 갖추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등 형식적

인 체계는 갖추고 있었으나 주민조직으로서 실제 마을을 위한 활동에는 

두각을 드러내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구본수 동장과 A 자치

위원장 최초의 두 마을리더가 차례로 등장하여 각각 ‘마포 황부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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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을박람회’라는 마을의 공동사업을 제안함으로써 특별한 공동의 문

제의식이 존재하지 않던 염리동 내 다른 조직들과 주민들의 관심을 불

러일으킬 수 있었고 이는 해당 조직들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

반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리더 모두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

의 다른 단체들과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 및 전문가의 도움

을 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리더십이 염리마을공동체로 옮겨가게 되었음에도 마을공동체와 행정의 

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로 유지되는 배경이 된다.  

 

2)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안전연대)는 마포구의 조례에 의해 각 

동마다 지역의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신설된 단체이다. 주로 지역주민의 봉사에 기대어 활동하는 조직이다보

니 직능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연대는 많지 않으며, 현재 

마포구 내에서는 합정동과 서강동, 염리동 세 지역의 안전연대가 상대적

으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염리동에서는 12년 초 부터 당시 7

통장을 맡고 있던 F 회장이 연대의 대표로 위촉되면서 지금까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F 회장: (…)직능단체인데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정신이 

좀 커야 활성화 되고 하는 거지 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래서 좀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정년 하고 7통장을 하다보니까 이

것 좀 한번 맡아서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 해보겠다고, (…) 보수는 없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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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안전연대의 회원은 10명이었으나 그 중 2명이 연대를 나가게 

되면서 현재에는 남자 3명, 여자 5명 이상 총 8명의 염리동 주민이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6명은 정년퇴직을 한 장년층이고 2명은 개

인사업가와 어린이집 원장이다. 소금길사업 이전 안전연대의 주 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밤길을 거닐 수 있도록 염

리동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작성하는 것이었으며, 그 밖에도 정기

적인 밤길 야간 순찰 및 가로등 수리 등이 포함됐다.  

 

F 회장: (…)그 아동여성들의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의 밤길을 좀 편안

하게 안전하게 걷게 하자 그래서 안전지도를 만들기를 했죠. 또 밤길 야간

순찰도 하다 보면 동네에 어두운데 있어서 보면 등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거 있으면 수리도 하고(...) 

 

F 회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염리동 안전연대의 활발한 활동은 2012

년 서울시가 염리동을 셉티드 시범사업인 소금길사업의 대상지로 선정

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역시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된 계기는 리더의 적극적인 활약이었으며, F 

회장은 초대 리더로서 지역 내 개인적인 교류망을 활용하여 안전연대의 

회원을 모집했다.29 다만 안전연대의 활동이 상당한 시간 할애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안

전연대는 F 회장 한 사람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활동하는 조직

으로 남아있다. 

                                            
29 회원모집에 있어 공식적인 공고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존하는 이러한 행태

는 안전연대의 조직 행정의 체계화 수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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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성격의 지역공동체 조직30 

 

1) 염리마을문고와 솔트카페 

염리마을문고는 당시 주민센터에 위치해 있던 새마을문고에 B 회장

이 약 5천여 권의 책을 기증하면서 본격적인 주민시설로 거듭나게 되었

다. 당시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던 B 회장은 2009년 우연한 기회에 마을

문고를 들렀다가 문고라는 이름이 무색하리만치 적은 수의 책에 자극을 

받아 2010년 보유하고 있던 5천여권의 책을 기증하였고, 이후 문고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문고의 회원들과 마포구로부터 꾸준한 신간 기증이 

시작되어 현재에는 약 1만 3천여권의 책을 보유하게 되었다.  

 

B 회장: 제가 출판사 일을 좀 오래 했죠. 72년도부터(…) 그전에는 마

을 쪽에는 관여도 안했었고(…)한 10여년 전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우연히 

문고가 있다그래서 책을 보러왔더니 너무나 열악하더라구, 그래서 내가 해

줄 수 있는 내 직업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책을 가지고 책을 한 5천 여

권을 기증을 해가지고 (…) 지금 현재 1만 2천8백여권 정도 돼요. 절반은 

제가 기증하고 마포구에서도 기증하고 (…) 마을문고 회원분들이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매년 초에 책을 신간을 사서 또 놓죠. 

 

한편, B 회장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시 함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A 대표와 함께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마을기업 지원예산을 

받아 ‘솔트카페’라 이름을 걸고 마을문고와 연계하여 2011년 북카페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본디 사업가 출신으로 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던 

                                            
30  염리동 지역 내 위치한 주민조직 중 형성의 계기가 전적으로 주민(들) 혹은 

지역활동가의 자발적인 제안에 의한 것일 경우 ‘자발적’ 성격의 조직으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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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장은 커피와 책, 소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내걸고 카페를 열기 

위해 신안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었던 영광, 무안, 고창 지역과 

연계하여 소금을 공급받는 동시에 전국의 유명한 카페를 다니며 커피음

료를 배워 ‘천혜보금’이라는 천일염과 양질의 음료를 함께 판매하는 북

카페를 주민센터 2층에 개설하였다. 당시 이미 ‘마포 황부자’ 공연의 성

공을 통해 ‘마을성’을 가지게 된 주민들은 마을기업은 마을사람들이 일

부러 팔아주어야 한다면서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찾아왔고, 학교 선생님

들, 학부모들, 회사원 등의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서 교류하기 시작했다.  

 

B 회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데…소금 생산

하는 영광 등 판로가 많지 않으니까 구청 농어촌 부서에서 이걸 동으로 내

려보냈는데 또 이게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로 오면서…그 당시 자치위원회

에서 일하던 A대표랑 같이 하게 된거지…또 마침 염리동의 ‘염 ’자가 소금 

‘염 ’자니까..그런데 소금은 한번 사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그래서 소금과 

책과 커피를 키워드로 해서 북카페를 하나 만들자 설문도 많이 했죠…커피

도 잘 모르니까 커피맛을 알기 위해선 여기 카페를 유명하다는데는 다 다

니면서 먹어보고…다 직접 했죠. 그렇게 하고(…) 

 

‘솔트카페’는 최적화된 이익을 마을과 함께 나누겠다는 사회적 목적

을 가진 마을기업이다. 초기 2년을 제외하고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전

혀 받지 않았음에도 월 6백만원이 넘어가는 매출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

는 주민들에게는 일반 개인카페 못지 않은 보수와 퇴직금 등 적당한 이

익 배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바리스타 

육성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바리스타를 양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역량 강

화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개인 컵을 가져오거나 카페에 두고 

활용할 경우 음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마케팅 등을 통해 한 번 찾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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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다시금 방문하게끔 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추고 

솔트카페를 방문하는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B 회장: 주민들이 자유롭게 각자 개인 컵을 가져와서 그러면 500원을 

할인해주니까 종이컵을 쓰면 돈을 다 받고…자원을 재활용하고 아끼자는 

취지이고 그럼 종이컵도 낭비도 안되고 컵을 갖다 놓음으로써 자부심도 생

기고 다른데 안가게 되니 단골 손님도 되고.  

(…) 

퇴직금도 직원들 다 챙겨주고…여기서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거죠. 저는 동네에 있는 다른 카페도 잘 가요. 

동네 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거나 하면 안된다. 그래서 솔트카페는 영업

시간도 오전 8시반에 시작해서 저녁6시면 끝나니까 다른 카페는 더 늦게 

까지 열지만(…) 

 

요약하면 염리마을문고는 기존 마을문고의 질에 문제를 느낀 B 회

장의 기부행위로 시작되어 연이은 주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활성화

되었으며, 솔트카페는 당시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A 대표가 친분이 있

던 B 회장과 함께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여 다른 마을활동가들과 함께 

추진한 마을사업의 결과물로, B 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봉사정신은 

마을기업인 솔트카페가 유례 없는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지역의 주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자발적 주민조직의 형성에 리더 개인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인 요

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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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365 

청년365는 2003년 당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SC)과31 함께 

방과후 교실 등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활동과 마포구 내 

지역운동을 전개하던 신촌민회의 활동에 참가하던 지역의 100여 명의 

청년들이 2008년 보다 체계적인 교육봉사와 지역운동을 하기 위한 단체

를 조직하면서 시작되었다. 2008년 준비 모임을 통해 2009년 결성된 청

년365는 2010년에는 공식적인 시민단체로서 등록되어 2016년 기준 현재 

법인단체 등록을 앞두고 있으며, 32 현재 회원 수만 약 3천 8백여명에 이

른다.  

 

D 대표: 2003년도에 봉사모임으로 시작했죠. 처음엔 저 혼자 했던 건

데 염리동에 아이들 방과후 교실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같

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그래서 2008년 부터 봉사활동을 몇 명만 

모여서 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서 지역 마을 만들기를 하자…2003년도에 

사실 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1번이 염리동에 진행했던 

방과후 교실이었구요 세이브 칠드런 인 더 코리아랑 같이 했던거고…2번이 

신촌민회라고 있어요. 신촌민회라고 학교를 신촌지역에서 다니다 보니 그 

쪽에서 풀뿌리 지역운동 하는 곳이라서 대안공동체 같은 거죠 그런 것들에

서 뿌리가 시작돼요 청년365가. 2008년도에 준비모임이 만들어 지게 되고 

2009년도에 이제 단체를 결성하고 2010년에 단체 등록을 하게 됐죠. 

(…) 

운영위원만 해도 100명 가까이 됐어요. 그 분들이 다 같이 한거죠.  

 

처음 지역의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마을만들기 

                                            
31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이다. 
32 당시 단체의 공식이름은 청년연합 36.5였으나 동명의 조직들과 혼동되는 일

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단체 등록 과정에서 청년365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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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결성된 청년 365는 

2007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청년들의 실업 및 복지문제가 확대되면서 본

격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도 뛰어들기 시작하여 현재 기존

에 운영하던 마을학교에 더하여 청년정책연구소를 산하에 함께 두고 운

영하고 있다.  

 

D 대표: 저희 청년365가 풀뿌리 지역운동, 교육사업, 일반사회운동 이

렇게 3개 꼭지를 가지는데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 지역운동과 

교육운동이죠. 

(…) 

지역운동은 신촌민회에서 이제 뿌리가 시작되는 거고, 교육운동은 세

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 교육사업을 했던 방과후 교실 여기서 된거고, 그리

고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죠. 그리고 청년들이 다 취업을 못

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일반사회문제에 관

심을 갖게 된거죠. 그건 2007년부터.  

(…) 

청년정책 개발해서 발표도 많이 했었고 청년문제에 대한…그리고 저희 

뿌리가 교육운동에 있다보니 청소년 어린이들 교육사업들, 멘토링 같은 건 

계속적으로 진행했었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거죠.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지역운동과 함

께 전개하고자 했던 청년365의 D 대표는 직접 시민단체 대표로서 주민

자치위원회에 가입하여 간사로서 실무적인 일을 도맡아 하며 염리동 내

에서 벌어지는 각종 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천 및 대구 경북 지역의 수성구 등의 지역에도 지부를 확장해나감으

로써 지역운동의 확장을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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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청년365는 초기 ‘지역 내 교육’에 대한 공동의 문제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만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어 ‘청년정책 ’에 대

한 문제의식이 더해지면서 D 대표가 리더로서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주

도하여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앞서 언급한 주민조직들과는 조직의 형성

과정에서 달리 행정의 역할은 미미하였으나, 최근 청년정책 개발의 과정

에서 행정과의 협력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체의 리더

인 D 대표가 지역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금길사업 이

전 이미 지역 내 다른 조직과의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동네나무그늘 

우리동네나무그늘은 본디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활동을 하던 E 대표

가 마을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역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2011년 7월 설립한 협동조합형 대안문화공간 

및 카페이다.  당시 함께 모인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십만원에서 몇백만

원씩 개인 출자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시작된 카페는 해를 거듭할 수

록 조합원이 점점 늘어나 2013년 법인단체로 전환하였고 현재에는 가입

조합원만 170여명에 이른다.  

 

E 대표: 저는 2000 년도에 민주노동당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2012 년도 통진당 해체 전까지 근데 이제 2007 년도부터 2012 년도 까지 

제가 위원장을 했었고 진보정당 활동을 했죠. 지금이야 마을공동체나 

이런게 서울에서 많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에 

마을공동체는 되게 소수였어요. (…) 지역주민들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거죠. 

집회 그리고 대안만 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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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에 거점을 만들자 지역에 공간을 만들고 문턱이 낮고 정치와 생활과 

문화가 함께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 

우리동네를 만들게 됐죠. 

 

현재 우리동네나무그늘은 카페 나무그늘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주민

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는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생활상담센터 ’, 저렴한 가격에 트럭을 대여

해주는 ‘희망트럭 ’, 육아와 요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생활강

좌 ’, 동아리나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열린 마루 ’,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나눔가게 ‘소금꽃 ’,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공연을 제공

하는 ‘쓰레빠 찍찍 밤마실 음악회 ’ 등이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모두 

조합원들의 재능 및 물품 기부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과 차별화 된다. 

 

E 대표: 여기 있는 카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역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조합원들이 한 170 명 되니까 처음에는 서른 몇명인데 

그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공유하는게 중요하다. 뭐 이런게 있죠. 

여기도 마포아트센터라고 하는 좋은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뭐할거냐 할 떄 

아트센터에서 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할거냐 그런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자.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음악회가 열리는 거에요. 우리 조합원들이 변호사가 있어요 그럼 

무료법률상담을 여는 거에요. 그리고 희망트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거 

떄 트럭을 이용했는데 트럭을 그냥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트럭 프로그램이 만들어진거에요.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이런 것들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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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뜨개질을 잘한다 

그럼 뜨개질 모임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공간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자 이런...지금까지 이런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게 있다 이런게 아니라 이런 공간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수 있다 이런게 좋은것 같고 함께 하는 

조합원들에게도 다양한 능력과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그 색깔을 가지고 

조합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나간 거죠. 

 

또한 정치의 생활화라는 모토에 걸맞게 우리동네나무그늘은 지역운

동 뿐 아니라 정치.사회 운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운동

의 경우 조합원 모두가 나무그늘의 이름으로 참여한다기 보다 의견이 

같은 조합원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우리동네나무그늘은 2013 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2 년여간 

사업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나무그늘은 카페 메뉴 판매, 공관 

대관, 수제 피클 판매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이나 마을 행사 부스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인건비와 임대료 및 각종 공과금 등을 내고도 

한동안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했으나, 2015 년 해마다 9%씩 오르던 

임대료가 그 이상 오른 관계로 현재 매달 50 만원 이상의 적자 매출이 

나 조합원들이 재정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E 대표: 2013 년도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2 년동안 사업비 

지원을 받았죠.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마을 사업도 하고 우리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요. 저희는 마을기업 거기에도 응모를 했었고 지금 

하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업에 응모하고 되기도 하고 그랬죠. 

2012-2014 년 마을기업으로 지원 받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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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자일 떄도 있었는데 초창기 때 좀 적자였고 다시 괜찮았다가 2015

년도에는 월 5-60정도 적자가 나서...협동조합 같은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

는 거죠. 

 

요약하면, 우리동네나무그늘은 지역정치인의 문제의식과 리더십으로 

시작되어 지역주민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다. 소금길사업 이전 우리동네나무그늘은 정관 및 정기회의, 이사회

를 갖춘 법인조직이자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으로 이미 개별 조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체계화를 이룩한 상태였다.  

 

제 3 절 소금길사업 이전 공동체조직간 관계 

 

1. 주민자치위원회와 솔트카페, 청년365 

 

주민자치위원회는 2008년 ‘마포 황부자’ 공연의 성공과 함께 지역주

민들 및 활동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시민단

체, 직능단체 등의 대표들이 다수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당시 교회목

사로서 지역에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했던 A대

표는 마을문고를 계기로 마을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솔트카페 사업

을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주민자치위원 B회장과 지역운동에 뛰어들

고자 청년365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D대표와 느슨한 관계

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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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례에 의해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비록 주민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민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의 규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기금을 자유로이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정기적인 회의 역시 기안을 올리고 한 달에 한 번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소집공고를 돌려

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함께 가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사업의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고가 나게되면 행정공

무원들과 동장, 주민자치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사업을 확

대하거나 벌이는 데 서로 몸을 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듯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지역운동에 관심있는 주민들과 활동

가들 간의 첫 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심화시키고 활용할 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던 중 

A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소금길사업을 제안 받게 된다.  

 

2. 우리동네나무그늘과 소금꽃마을네트워크 

 

우리동네나무그늘은 자신들과 유사하게 지역문제의 해결과 복지증진

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의 다른 협동조합 및 소모임과 교류를 시작하면

서 점차 관계망을 만들어나간다. 특히 염리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울림

두레생활협동조합, 소금꽃마을 마더센터 준비모임, 극단 민들레와 같은 

자발적 주민조직과 함께 활동하면서, 소금장이 열리고 소금상인이 모여

살던 곳이라는 염리동의 명칭에서 유래된 소금꽃마을이라는 별칭을 함

께 만들어 느슨하게 형성되었던 관계망을 가시화 하기 시작했다. 

현재 소금꽃 마을네트워크는 지역 내 다른 주민조직들과 교류를 이

제 막 시작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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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적 활동을 도모하고 있

으며 실제 첫 협력적 사업으로 2012년 소금꽃 마을축제를 개최한 바 있

다. 

 

E 대표: 소금꽃 마을네트워크랑 마을회의도 같이 해요. 한달에 한 

번씩 조직 대표, 임원들이랑 마을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저번에는 

12 명이 왔어요. 마을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나무그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무그늘을 모태로 

모임도 만들고 관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꽃 

마을네트워크가 있다면 나무그늘이 그 중심에 있어서 단체와 단체를 

연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축제를 

제안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요. 

(…) 

아직 운영구조나 이런게 탄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시작하는 분

위기고 나무그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만들

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떄문에...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공동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자기 단체 고민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호 

의견을 주고 받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한편, 우리동네나무그늘의 주도로 시작된 소금꽃 마을 네트워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네트워크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소금길사업이 들어오기 까지 두 네트워크 간의 교류는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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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청소년협의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의 지역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지만 당시 이미 청소년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해 존재하

고 있던 청소년협의회와 역할이 겹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F 회장: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거의 같다 그래서..(웃음) 물론 

아동여성연대나 그런거는 전적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그런거 

예방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고 청소년은 그 학교폭력이라든가 담배 뭐 이런 

불량학생들 지도.계몽하는 그런 거죠. 

 

다만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가 모호하여 역할배분에 있어 수시 회의

를 거쳐 안전연대는 주로 여성의 안전을, 청소년협의회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만

남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지역의 안전을 고민하고 있다.  

 

제 4 절 소 결 

 

염리동은 현재 재개발 예정지역인 낙후한 저소득층 단독주택지로 주

위에 다수의 대학이 위치하여 활동가에 의한 지역운동이 지속적으로 있

어왔으며, 직능단체를 위시한 비자발적 공동체조직과 자발적 공동체조직

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된 곳이다. 해당 조직들은 공공지원사업인 소금길

사업이 들어오기 이전 부터 마을박람회 개최 등 마을사업을 통해 느슨

한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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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염리동 공동체의 경우 주민조직의 주

요한 형성요인은 지역리더의 존재 및 적극적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동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염리동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던 마을유지가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자 리

더로서 활동을 시작한 사례가 있었고(김민중 동장 및 B 회장), 다음으로 

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지역사업에 뛰어든 

사례가 있었으며(A 대표), 끝으로 보다 정치적.사회적인 동기를 지니고 

지역운동에 뛰어든 사례가 있었다(D 대표 및 E 대표).  

비자발적 조직과 자발적 조직 모두 조직적 체계 수준은 다양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오랜 기간 존속해온 직능단체인 주민

자치위원회와 시민단체로 시작된 청년365, 우리동네나무그늘은 회원들에 

대한 공식적인 공고를 통한 모집과 정기적인 회의, 의사결정의 프로세스

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한 조직적 체계화를 이룬 상태였으나, 

안전연대의 경우에는 비공식적 회원모집 및 조직 내규가 존재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체계화의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 해당 조직들은 또한 주민

들을 위한 문화 및 사회복지적 서비스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을 

주 활동내역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지역공동체에 존재하는 특정하고 분

명한 문제의식의 공유로 나타난 활동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염리동 공동체는 공동의 문제 및 사건을 계기로 공동

체 활동이 촉발되었던 수원 칠보산 공동체, 서울 성미산 공동체와 장수

마을 공동체, 부산 반송마을 공동체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공동체로 보

일 수 있지만, 해당 공동체들 역시 공동체 조직활동이 시작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역 리더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염리동의 사례가 특수한 사례라

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33 

                                            
33  그러나 지역 리더의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염리동의 경우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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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염리동 공동체는 기존 도시지역 공동체와는 달리 하나의 대표

적인 자발적 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이한 목적의식과 이해관계를 

지닌 자발적.비자발적 조직들이 공존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

다.34 뿐만 아니라 염리동 내의 각 공동체조직들은 소금길사업 이전 이미 

마포황부자공연과 마을박람회 등 몇차례의 공동행사 개최를 통해 느슨

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특히 행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비자발적 조직과 독립적으로 탄생한 자발적 조직간의 관계가 상당히 협

조적.우호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요약하면 염리동 마을공동체 조직은 마을 내 거주하던 주민 및 활동

가의 리더십이 형성계기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자발적 마을공동체 

연구에 나온 형성요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반면, 여러 비자

발적.자발적 조직이 공존하며 우호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서는 단일한 공동체조직이 지역을 대표하며 여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여타 자발적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및 마을기업

이 한 지역에 공존하는 모습은 도시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간 연구되어온 단일의 마을공동체조직이 사실 특수한 사례이고 여러 

조직들이 공존에서 관계망 형성으로 나아간 염리동 마을공동체가 사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마을공동체의 상을 더 잘 대변하는 모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적.자발적 공동체 리더 모두 지역출신의 주민들인 반면, 성미산 공동체와 부

산 반송마을 공동체의 경우 지역 리더는 사실 외부지역 출신인 활동가로 알려

져 있으며, 장수마을 역시 주민들의 모임이 아닌 외부인들로 꾸려진 대안개발연

구모임으로부터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다. 
34 소금길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종의 통합 조직처럼 보이는 ‘염리마을공동체’가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주민들은 염리마을공동체를 공동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주민조직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중개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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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금길사업 이전 염리동 주요 공동체조직 현황 

구분 조직명 
유

형 

형성. 
활성화 
요인 

회원수 
정관 
여부 

정기 
회의 
여부 

대표 
선출 
방식 

주 활동내역 
타 조직과의 

관계 

비자발적 
조직 

주민 
자치 

위원회 

직

능

단

체 

리더의 
 존재 

23명 O O 선거 

마을사업단 
구성, 마포 
황부자 공

연 및 마을

박람회 개

최 

마을문고와 
솔트카페, 청

년365의 리더

와 느슨한 관

계망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직

능

단

체 

리더의  
존재 

8명 X X 임의 

안전지도 
작성,  

밤길 야간 
순찰, 가로

등 수리 

청소년협의회

와 정기적 교

류 존재 

자발적  
조직 

마을 
문고와 
솔트 
카페 

마

을

기

업 

리더의 
존재 

- O X 임의 
책 대여 및 
커피와 천

일염 판매 

주민자치위원

회와의 협력 

청년 
365 

시

민

단

체 

공유된 
문제의

식 및 
리더의 
존재 

3,800명 O O 선거 

방과후교실 
및 멘토링 
등 교육 사

업, 청년정

책 연구 

주민자치위원

회와의 협력 

우리 
동네 
나무 
그늘 

협

동

조

합 

공유된 
문제의

식 및 
리더의 
존재 

170명 O O 선거 

커피 판매 
및 공간대

여, 문화 및 
소셜프로그

램 주최 

지역내 다른 
협동조합과의 
네트워크 형

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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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공지원으로서 소금길사업의 

내용과 특징 

 

제 1 절 소금길사업의 전개 

 

1. 소금길사업의 제안 

 

2002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 사업계획에 편입된 염리동은 

2007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로 사업성이 하락하고 전면적 재개발 방식

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지면서 사업추진이 10여년 이상 지연되었다. 재개

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적극적인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염리동은 물리적 환경이 점차로 낙후하고 뉴타운 개발 투자 

등으로 기존 커뮤니티가 약화되어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

었다. 

한편, 2012년 4월 27일 서울시는 관내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시행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과업은 

“범죄예방 백신 디자인 프로젝트 시범사업(4개소)”, “범죄예방 백신 디자

인 프로젝트 진행기록 작성”,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국제 

세미나 개최”로 구성되어 있었다.35 

                                            
35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spp.seoul.go.kr/saupso/design/news/news_tender.jsp?&act=VIEW&boardId=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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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범죄예방 시범사업지에 대한 운영 기준 

범

죄

예

방

 

시

범

사

업 

지역 및  

대상 선정 

• 서울시의 다양한 범죄 유형, 방법 및 특징 등 조사 

• 사업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장소 또는 범죄예방 대상지 선정 

현황.문제 

분석 
• 현장조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디자인적 

해결방안 

제시 

• 인식된 문제의 디자인적 해결 방안 제시 

적용 및  

시행 
• 디자인, 설계 및 시공 능력 최대화 하여 사업 진행 

평가 및  

환류 

• 시범사업 적용 후 전후 변화 비교 방식 및 평가.의견 수렴 

• 가이드라인 제작 방향 설정 

• 전체 진행 과정의 기록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내용에 맞게 재정리) 

 

경찰청이 서울시 전역에 걸쳐 실시한 조사를 통해 설정된 161개의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에서 최종적으로 4개의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되었

다. 서울시에서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표 4-1>에서 제시

한 기준을 중심으로 후보지들을 검토한 결과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정도, 

사업성과 지속발전성을 고려하여 염리동이 최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

다.36  

서울시는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와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에 역사성을 반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염리동이 2008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금마을’

에 대한 역사를 복원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에 

‘소금길 복원’ 이라는 테마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소금길사업이 시작되었

다. 

                                            
36  2012년도 서울시의 셉티드 시범사업지의 지역으로는 ‘염리동’이 선정되었으

며, 학교로는 ‘공진중학교’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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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금길사업은 사업의 구상부터 제안, 설계까지 모두 서울시에 

의해 주도되고 시작된 공공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금길사업 참여 주체 

 

염리동 소금길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주도 했던 사업들과 마찬가

지로 서울시에서 파견한 전문가가 디자인 설계를 진행하고 외주를 받은 

업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던 중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인 공청회, 설명

회, 설문조사 등의 단계에서 염리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

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등

과 같은 주민조직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며 사

업을 주도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었던 조직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소금길사

업의 과정 중 만들어진 염리마을공동체이다. 

 

A 대표: 소금길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에 2012년 1월달에 이 모임을 

우리가 해야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8월달에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소금길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 

염리마을공동체가 이제 있으니까 염리마을공동체 위주로 하게 하자. 그렇

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했을텐데 (이제) 공동체가 있으니까 공동체가 

하게 하자 해가지고 염리마을공동체가 일을 하게 됐죠. 소금길 이야기가 

나온게 8월달부터 서울시가 찾아온게 8월달이에요. 

 

사업 초기 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행정과의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A 대표는 행정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직능단



 

 57 

체의 성격 상 자율성과 기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 주민자치위원회

를 대신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동체조직으로서 염리마을

공동체를 제안하게 된다.   

 

D 대표: 그래서 크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쪽, 서울시와 교류하면서 

사업들을 주도 했구요. 그런데 주민자치는 실제로 법적 제한이 있어요. 정

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행정 쪽하고 

같이 일을 할 경우 또 협조를 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염리마을공동체에 사

업의 시행주체를 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민자치가 주도 

단체였던 거고 시행 단체가 이제 염리마을공동체였던 거죠. 염리마을공동

체는 주민자치가 소금길사업을 하기 쉽게끔 만들어진 단체였던 거구요.  

(…)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든게 염리마을공동체. 공동

체는 운영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기도 하고 한달에 한 

번 모이기도하고…우리가 그 때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번 모여서 

굉장히 활발히 회의를 했었어요. 새벽에 모여서 막 회의하기도 하고 계속 

그랬죠,  

(…) 

그치만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염리마을공동체를 지배한다거나 그

런건 또 아니고, 주민자치도 오히려 공동체의 한 꼭지로 들어가는. 그리고 

소금길사업에서 소금길이라는 이름은 이제 안전연대가 제시했던 이름을 갖

고 가게 된거죠.  

 

한편, 당시 염리동에 기반을 두고 있던 자발적 단체인 청년 365와 

우리동네나무그늘의 경우, 우선 청년 365 D 대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간사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염리마을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우리동네나무그늘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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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소식을 다소 

늦게 접하게 되었으며, 이미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E 대표: 소금길사업은 서울시사업이자 염리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회 그리고 염리마을공동체를 만들면서 하게 된거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

면 저희가 함꼐 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

로 해서 사업의 팀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 이런 

공간문화와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만 하기에도 벅찼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적인 배경이었고...우리는 이미 우리일로 바빴고, 거기

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있었고 그렇게 된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세

팅이 되어 있었어요 

(…)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로 관에 연관된 일을 하는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회 같은 보통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관이 된 그런 단체를 중심

으로 많이 이미 그렇게 결정주체로 세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

기 들어가서 뭔가 한다고 하는게 의미를 별로 못찾겠다는 생각이 든거죠. 

 

결국 소금길사업에서 공공이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한 주민자치위원

회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관계망에 속해 있던 조직들은 모두 주요한 참

여주체로 등장한 반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별개로 활동하던 주민조직 

및 해당 조직원들에게는 별다른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사

실상 해당 사업의 참여 여부에 기존에 지역 내에서 설정된 조직간 관계

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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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금길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서울시에서 소금길사업을 처음 제안하였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

적이었다. 소금길사업 자체가 하향식으로 내려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해

당 사업이 뉴타운 재개발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해서 염려하는 주민들

도 있었고, 곧 없어질 곳에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자

연스레 사업에 함께 하고자 하는 주민들도 거의 없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통장협의

회와 협력하여 소금길 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차례로 설득해나

가기 시작했다. 결국 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30 가구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처음 벽을 도색하고 골목을 꾸미는 작업을 시작하

여 <그림 4-1>과 같은 골목아틀리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림 4-1> 소금길 골목아틀리에 

출처: 시민일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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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아틀리에를 계기로 마을이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점차 사업에 관

심을 가지는 주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두 번째 도색작업을 시행할 

때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

원회의 기획으로 물물나눔, 화분텃밭조성 등 자발적인 골목길 사업들이 

발생하였다. 

 

A 대표: 이게 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색칠을 담에 칠하는 사업이 가장 

주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할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와 염리마을공동체가 

주역이 되어서 주민을 이끌어내서 거기서 주민들과 같이 색칠하는 일, 그

러니까 공동작업들..그런데 공동작업 그런거 처음에는 잘 안되거든요. 그러

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그걸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한 

것이 이제 염리마을공동체가 했던 일이죠 

(…) 

우리가 한 세번에 걸쳐서 색칠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회사가 칠

했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칠할 때는 주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세번째는 

정말 공동체 사업으로 왁자지껄하게 이제 거의 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

는 사람들은 거의 다 칠했죠. SBS 영상이나 이런데 보면 칠하는 영상 이런

거 다 나와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또한 지역 내의 직능단체, 시민단체, 종교기관, 학

교 등 다양한 단체들에 사업에의 동참을 유도하였고, 결국 세번째 도색

작업에는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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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소금길사업의 성과 

 

1. 주거환경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 

 

소금길은 총 길이 1.7km로 조성되었으며, 1.1km 로 구성되어 있는 

A코스, 0.6km로 구성되어 있는 B코스를 핵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간 

어지러이 설정되어 있던 지번을 1번 부터 69번 까지 구획을 설정하여 

장소를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 노란색 페인트칠과 그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거리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하였다.37 

 

 
<그림 4-2> 소금길 지도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상상발전소(http://koreancontent.kr/2177) 

                                            
37 A 대표의 말에 따르면 소금길사업으로 길이 정돈되고 깨끗해지자 무단 쓰레

기 투기의 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활동 역시 이전보다 증가하여 

골목길의 쾌적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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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소금길 조성 후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조사 
(단위: 평균(점)) 

본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1차

(A) 

2차

(B) 

Gap] 

(B-A) 
증감율 t값 

유의확

률 

낮에 집 근처를 혼자 돌아

다니는 것 
1.87 1.97 0.10 △5.3% -1.138 0.187 

밤에 집 근처를 혼자 돌아

다니는 것 
2.35 2.14 -0.21 ▼8.9% 2.553 0.011 

밤에 혼자 집에 있는 것 2.17 2.03 -0.14 ▼6.5% 1.648 0.100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올까 
2.48 2.11 -0.37 ▼14.9% 4.314 0.000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 또는 날치기를 당

할까 

2.18 2.03 -0.15 ▼6.9% 1.833 0.043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 
2.25 2.13 -0.12 ▼5.3% 1.448 0.148 

집 근처에서 

금전갈취나 협박을 당할까 
2.19 2.07 -0.12 ▼5.5% 1.467 0.143 

누군가에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까(여성만) 
2.60 2.40 -0.20 ▼7.7% 2.755 0.006 

가족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1차

(A) 

2차

(B) 

Gap] 

(B-A) 
증감율 t값 

유의확

률 

가족이 집 근처에서 

소매치기를 당할까 
2.37 2.02 -0.35 ▼14.8% 4.341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할까 
2.42 2.11 -0.31 ▼12.8% 3.575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협박을 

당할까 
2.40 2.07 -0.33 ▼13.8% 4.083 0.000 

가족이 집 근처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할까 
2.54 2.20 -0.34 ▼13.4% 3.791 0.000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 

_boardID=15393&act=VIEW&boardID=15393) 

 

이 밖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골목에 외출하도록 하여 “자

연적 감시자”가 되도록 운동 및 놀이공간과 주민커뮤니티 공간의 형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12개의 방범용 비상벨, 방범등, 6개소



 

 63 

의 지킴이집, 자율방범대 등을 두어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였다.  

이렇듯 골목길을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보다 깨끗하게 밝게 개선

하고 각종 비상벨과 방범등 등을 설치한 결과 기존에 크고 작은 범죄들

이 발생하는 위험지대로 여겨졌던 어두운 골목, 유실된 도로, 계단, 담벼

락, 사각지대 등이 사라졌고, <표 4-2>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개인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평균 9.1%, 가족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

려움은 평균 1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찰지구대에 범

죄 신고 건수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예방의 효과가 크

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38 

 

2. 소금길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홍보 효과 

 

국내 첫 셉티드 사업으로 진행된 소금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

무리 됨에 따라 되면서 염리동 소금길은 커뮤니티 개발의 선진 사례로 

떠올랐다. 사업의 과정에서 주민참여 독려를 위해 힘썼던 주민자치위원

회의 활동과 연대적 성격의 마을공동체 조직의 조성, 범죄예방디자인 사

업에 대한 경험을 배우고자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간 국내외 지역사람들

만 수천명에 달하며,39 EBS를 비롯한 각종 주요 언론과 방송에도 빈번히 

노출되었다. 

 

                                            
38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39 염리창조마을 Daum café 에 A 대표가 올린 글에 따르면, 2015년에만 은평구 

공무원들과 전남 장흥 군청 공무원, 부천시 및 광주 남구청 공무원, 금천구청 

공무원, 수원시 팔달구 공무원, 안산학 주민자치 위탁운영관리 외에 과테말라 

공무원 등이 벤치마킹을 위해 염리동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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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 유명해졌다는 거죠. 스타마을이 됐고 또 염리동 마을 사람들

은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특히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 대단한 동

네라고 그러더라구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웃음) 맨날 돌만 

맞고 욕만 먹고 그러는데 나가면 칭찬받고 그러더라구요. 

(…) 

이제 그렇게 스타마을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벤치마킹을 하

러 왔죠. 한 3천명 이상이 다녀갔을 거에요. 

 

B 회장: (소금길이 성공한 이후에) 벤치마킹을 작년, 재작년에도 3천 

여명이 왔다 갔으니까 카페가 조그마하지만 마포구를 대표해서 전국에 이

를 알릴 수 있었다는 자부심…전혀 거기 까지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게 진실성이라던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서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구나. 

(…)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우물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외부에서는 많이 

알아도. 나가서 보면 대단하게들 보더라구요 여기서 보면 다들 잘 모르는

데. 

 

이러한 소금길의 유명세는 염리동 공동체를 하나의 관광명소로 탈바

꿈시켰으며, 벤치마킹이 아닌 관광을 목적으로 한 일반인들의 방문이 크

게 증가하였다.40 염리동 내에 위치한 소금나루와 솔트카페 역시 덩달아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며, 솔트카페의 마을기업으로서는 예외적인 경제적 

성공과 이로 인한 재정적 독립도 이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유추된다. 

 

                                            
40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염리동 소금길’을 검색하면 개인적으로 소금길을 방

문한 사람들의 블로그 포스트가 1,407건에 다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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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금길사업 관련 공공지원 

 

1. 커뮤니티 공간 지원: 소금나루 

 

2012년 8월 소금길 조성 사업이 마무리 되고 소금길 1번에 위치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 422m2의 폐가압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41 몇 차례의 활발한 토의 끝에 주민자치위원

회를 중심으로 한 염리동 내 지역공동체 조직 대표들과 서울시는 소금

나루를 소금길을 앞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하게 될 공동체조직의 사무국

이자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림 4-3> 폐가압장 전경 
출처: 염리마을공동체 내부 자료 

 

                                            
41 1980년대 고지대 급수난 해소를 위해 가압장이 설치되었으나 배수지들이 생

기면서 역할이 없어지고 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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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행복공학재단에게 약 1억 4천여만원의 지원을 받아 폐

가압장은 카페와 책방이 함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나루’로 리모

델링 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소금나루는 염리마

을공동체에게 공식 인수되었다.  

건물면적이 108.07m2에 이르는 소금나루는 현재 주중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4시까지 개방하여 운영되고 있다. 평

일의 소금나루는 기부금의 형태로 음료값을 받으며 커피 및 전통차를 

판매하고 기증된 책들로 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리스타2급 자격증 

과정 및 어린이 미술, 초등학교 독서 및 역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4-4> 리모델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소금나루 모습 
출처: 2015년 12월 12일 저자가 직접 방문 하여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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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적 지원: 주민참여예산(2014-2015) 

 

2003년 7월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

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어 2011년 3월 8일 개정된 지

방재정법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는 주

민참여예산제 워크숍과 주민참여예산 청책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시

민단체 단일 조례안]에 합의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발

의, 재경위(상임위)를 거쳐 2012년 5월 22일 서울시 참여예산조례를 제

정·공포하게 된다.42 

2013년 11월 대흥가압장이었던 건물을 소금길 사무국이자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나루로 리모델링 하게 된 염리마을공동체는 소금길을 유지.

발전시키고 공동체활동을 지속.확대시키기 위한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염리동범죄예방디자인 및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대흥가압장 운영’을 

서울시에 제안하였고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선정되어 

2014년 1월 부터 12월 까지 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연이어 다음 해 염리마을공동체는 ‘2014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 경관이 밝아지고 방범 CCTV 

관리, 염리마을안심지킴이 사업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소금나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모여서 만나고 소통할 수 있

는 창구 역할을 해올 수 있었다’며, ‘염리동 안전마을 만들기 및 순환형 

마을 공동체 운영사업’을 제안하여 2015년 1월 부터 12월 까지 1억 5천

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42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yesan.seoul.go.kr/intro/intro01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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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소 결 

 

소금길사업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의해 제안된 공공사업으로 사업의 

일차적 목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이라는 지역의 문제해

결이었으며, 이외 커뮤니티 공간의 무상대여와 주민참여예산 등 지원을 

통해 공동체활성화라는 이차적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주민조직들

의 활동이 이미 활발히 존재하고 있던 염리동이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이 전개되었다. 

사업의 참여주체는 사업의 초반에는 공공과 용역전문단체가 주도하

였으나, 이후 주민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의 본격적인 주체로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느

슨한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와 솔트카페의 

이사였던 B 회장, 청년365의 D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행정과 

해당 조직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소금길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며, 사업의 결과물은 소금길사업에 회의적이던 주민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후반부 페인트칠 참여라는 주민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소금길사업은  주 목표였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

방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으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소금길사업이 미

디어 등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염리동이 국내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이자 소규모의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 위의 내

용을 정리하면 <표 4-3>과 같다.   

소금길사업은 기존 서울시가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사

업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의 방식을 추진하던 것과는 달리, 지역문제의 

해결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지닌 공공사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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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원정책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

의 과정에서 탄생한 공동체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의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이 2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표 4-3> 소금길사업의 전개과정 및 지원내용 

사업의 특징 세부 사항 내 용 

사업의 제안 및 
전개 

사업 제안 주체 - 서울시 

사업의 목표 
-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주체 

- 서울시 
- 주민자치위원회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 청년365 
- 염리마을공동체 

주민의 사업참여 
- 사업의 후반부에 소극적.수동

적으로 이루어짐 

사업 관련 지원 

지원의 종류 
- 커뮤니티공간(소금나루) 제공 
- 재정적 지원(주민참여예산) 

지원의 기간 및  
규모 

- 기간: 2014년~2015년 
- 규모: 약 108.07m2의 공간 및 
2억 5천만원의 예산 지원  

사업의 성과 

주거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효과 

- 지번을 통한 구획설정 및 노란

색 페인트칠을 통한 분위기 개

선과 운동.놀이공간 조성 
- 범죄 피해에 대한 주관적 두려

움 감소 및 범죄신고건수 50% 
감소  

지역홍보 효과 
- 소금길의 유명세 및 관광자원

화 
-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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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소금길사업 이후 염리공동체 내  

조직의 변화 

 

제 1 절 공공지원이 공동체조직의 역량에 미친 영향 

 

1. 새로운 공동체조직의 탄생 

 

소금길 조성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지역주민주도 하 자

발적 공동체조직인 염리마을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염리마을공

동체는 2012년 10월 소금길 축제에서 지역에 있는 약 15개의 단체가 공

동으로 마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만들어진 느슨한 연결망에서 시작되었

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당 연결망을 통해 조직 간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던 중 서울시에서 소금길사업을 제안하였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소금길 1번에 위치한 폐가압장을 ‘소금나루’ 공간으

로 만들어 소금길을 관리하는 본부로 활용할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

정에서 해당 본부를 운영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

개되었고, 그간 공동체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주민자치위

원회이지만 보다 주민주도적이고 열려 있는 공동체조직으로서 마을의 

연대연합체 조직을 결성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공동체 조직들을 연결하는 연대적 성격의 연합체 조직으로서 

염리마을공동체의 결성이 결정되었고 곧 이어 준비모임이 만들어졌다. 

준비모임에 참가하게 된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장 A 대표와 솔트카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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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B 회장, 청년365 대표이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D대표 

등은 수시회의를 통해 당시 행복공학재단의 정형원회장과 신촌교회 안

동호목사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선출했다. 

 

D 대표: 염리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진게 2012년 말이죠. 2012년 말에 준

비모임이 만들어졌고…2012년 10월에 준비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 땐 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였죠. 간사를 했고 우리가 준비모임을 만들면서 

대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두분의 대표님을 공

동대표로 모시고 그 때 저는 이제 사무국장을 했었구요. 그리고 2013년 까

지 염리마을공동체가 이제 준비모임을 계속 했죠. 그리고 13년 말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 정식으로 염리마을공동체 단체등록을 하고 그리고 공동대

표 체제로 준비모임 때 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이어가셨구요. 이제 저는 운

영위원장을 맡게 됐죠.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담당했

었구요 그렇게 해서 2014년 말까지 임기를 마치고서A 대표님이 2014년 말

부터 2015년 12월 까지 대표를 하셨고 1월달에 새로 선출해서 이제 B 대

표님이 새로 선출되시면서 운영위원장 체제는 이제 그 대표가 같이 겸직하

는 걸로 해서. 그러다 G 간사분이 상근하시는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대표와 실장(간사) 체제로 바뀐 거죠. 

 

현재 염리마을공동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운영위원회

의 결의를 통해 마을사업을 진행하며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교류하는 

지역공동체 조직들의 대표 및 지역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총회

를 통해 직접 대표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를 견제한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에 의해 수립되었던 주민자치회보다 더욱 적극적인 개념의 조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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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마을공동체의 결성은 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발의와 제안으로 

시작되어 이루어졌지만,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소금길사업을 통해 지원한 커뮤니티공간인 소금나루의 운영이라는 공동

의제였다는 측면에서 소금길사업의 기회가 공동체결성을 보다 앞당겨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공동체조직의 활동 증가 

 

1)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증가  

소금길사업 이전 염리동 내 주민조직의 활동이 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축제와 공연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소금길사업 이후 

해당 주민조직들은 염리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보다 관심을 두게 된다.  

특히 기존에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순찰 및 방범 활동을 하던 

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는 소금길 사업의 과정에서 설치된 비상벨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할 뿐 아니라 보도 환경의 개선 등

을 수시로 주민센터 및 구청에 건의함으로써 지역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효과를 불러왔다. 

 

F 회장: 소금길 사후관리를 이제 저희들이 했어요. 소금길을 보면 등

에 번호가 있어요 1부터 60 까지 쫘악. 응급버튼?, 운동기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길 관리를 이제 아동연대가 한거죠. 망가진 거 있잖아요. 

번호판이 망가지거나 하면 접수해가지고 몇번 몇번이 망가졌다 보고 하고, 

벨이 안눌러진다 하면 조치하고...그 모든걸 이제 소금나루에서 종합해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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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하다 보면 보이는 문제점을 구청 등에 건의해서 많이 개선 됐어

요. 예를 들면 땅이 꺼져 있거나 그 다음에 뭐 계단이 망가져 있거나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이제 올리죠. 올리면 이제 와서 수리해주고...구청에 직접 

가서 하는게 있고 주민센터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정식 코스 밟아서 처

리하는게 있고.  골목이 좁다보니 여기 난간대 같은 걸 치워야 한다 이런

건 사진 찍어 보내고(…) 

 

이 밖에 염리마을공동체의 경우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팬지, 채송화 

등의 식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심는 녹지조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동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 주민복지 관련 활동 증가 

소금나루는 또한 염리동 내 15여개의 주민조직들이 장소 대여를 위

한 재정적 부담 없이 필요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인식

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해당 공간을 활용한 각종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A 대표: 그러니까 여기 문화재단이라고 아트 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한달에 한번씩 영화상영을 여기서 해요. 그러면 여기서 영화를 틀

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통장님들이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

고 자리를 다 깔아주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는 간식을 사가지고 또 

오고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제공도 해주고(…) 

(…) 

그 다음에는 보사노인복지회라는데가 있는데 복지회가 여기와서 2주에 

한번씩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드려요. 그냥 옛날 노

래도 부르고 악기 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해보고 그런 것을 해요. 그

런 거 할 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서로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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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나루 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나뉘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365를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인 멘토링이 있으며, 염리마을공동체가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와 함께 한 바리스타 동아리 교육 외에도 전자드럼, 어르신 복지 미술, 1

인 거주자 요리교실, 골목사진 교실, 어린이미술, 독서논술, 공방교실, 방

과후 돌봄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염리마을공동체가 보사노인복지센터 및 

마포아트센터와 협력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 영화상영, 원

데이 음악교실 등이 있다. 

 

3.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1) 코디네이터의 등장에 따른 염리마을공동체 조직 체계화 

소금길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

주도 사업을 공모하였고, 이에 염리마을공동체가 소금길 및 소금나루의 

관리 및 보존과 공동체 활성화 명목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14

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총 2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염리마을공동체가 신생 단체로 아직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데다 경험이 풍부한 커뮤니티 활동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2014년 공공예

산으로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A 대표는, 2015

년 기존에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던 활동

가인 C에게 코디네이터로서 공동체조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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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코디: (2015 년) 1 월 부터 9 월 까지 9 개월 가량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죠. 그 공동체 분들이 오라고 했어요. (구청을 통해?) 아니 직접 

(오라고 했어요). 원래 아니까(…) 그 전부터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거죠. 2012 년도부터 알았으니까. 

 

2015년 1월 부터 9월 까지 약 9개월 간 염리마을공동체 근무하게 

된 C 코디네이터는 우선 A 대표와 G 간사, B 회장 등이 주도로 참여

하는 정기적인 운영회의를 만들어 매주 활동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회의록 작성을 통해 그 과정을 모두 기록했

다.  

뿐만 아니라, C 코디네이터는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던 예

산안을 검토하여 사적인 지출과 공적인 지출을 구분하여 공공예산이 

사적 지출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염리마을공동

체가 체계적인 주민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C 코디: 그니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왜 정말 놀랐냐면 체계화가 

안돼있다...너무너무 그니까 지원금은 받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A 대표님과 B 대표님) 두 분이 같이 (나한테 부탁했지) 

(…) 

근데 회의를 회의록 하나 만들어 놓은 적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회의를 제대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회의록을 남겨놓은게 없더라고. 갔더니. 아무 것도 없어. 그래서 그것부터 

만들어 줬죠. (회의록을) 제가 가서 한거에요. 2015 년 1 월 부터 계속 

써줬지. 내가 다 썼지. 원본은 내가 다했어. (회의록 원래) 없었어. 

(…) 

정기회의는 있었고...총회 같은 거 한 달에 한번은 원래 그 분들이 한

거고 네트워크가 있어서. 운영회의를 내가 만들었지. 운영회의를 좀 체계화 

시켜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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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만들었으니까...주로 정리를 잘 하려고 (운영회의를) 간거지. 지

원금이 나오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

려면 제대로 해야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받고 음...내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하는데 공사 구분이 안되더라고(…)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은 염리마을

공동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체계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해당 조직이 자발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섭외하고 배우

는 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계기를 제공했다. 

 

2) 공동체 조직의 재정적 의존도 심화 

본디 2015년 12월까지 무상임대권을 부여받기로 서울시와 계약을 했

었던 염리마을공동체는 소금나루가 위치한 제3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다

시 재개될 조짐이 보이며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 이동해야할 국

면에 처하게 된다. 2016년 부터 주민참여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43 

재정적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다른 공간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던 

염리마을공동체는, 이에 3구역이 재개발 대상지이나 아직 이주가 시작되

지 않은 상황이고, 본디 소금길사업이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재개발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주민들의 본

격적인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 까지 소금나루에의 이용권을 연장시키는 

재계약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2015년 11월 발표하게 된다. 

해당 성명서는 서울시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2016년 5월 기준 염리

마을공동체 사무국은 아직 소금나루에 위치한 상황이지만, 6월 부터 본

                                            
43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은 최대 2년 까지만 가능하다. 

염리마을공동체는 2014년 부터 2015년 까지 최대 2년 지원을 이미 받은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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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재개발로 인한 주민이주 이후의 대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당시 마련한 자부담 2천여 만원과 

소금나루 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모은 얼마 간의 기금이 있지만 소금나

루와 비슷한 규모의 커뮤니티 공간을 다시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는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 2014년 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통

해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무국인 소금나루 

역시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예산마련 및 자

구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G 간사: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죠…근데 이만한 공간을 다른데 마련한

다는게 현실적으로…스스로 (자금을) 모으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건 아

니고 주민들로부터 기금을 받고 하긴 했는데(…) 

 

다시 말해, 초기 부터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야했었던 청년365 및 우

리동네나무그늘과 같은 시민단체와는 달리 행정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

존했던 염리마을공동체의 경우 재정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며,44  이는 커뮤니티공간을 관리하고 지역의 공동체조직들을 연결

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던 염리마을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커뮤니티 공

간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 같은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에 의

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44 해당 단체들은 회원 및 조합원들로부터 자발적인 기금을 받아 사무국과 카페

공간을 임차하고 있으며, 우리동네나무그늘의 경우 카페운영 외 농산물판매 및 

트럭임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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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활동 증가 

 

소금길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누리게 된 유명세를 통해 외

부 기관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염리마을공동체와 염리동 밖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적 활동의 수 역시 증가하게 된다.  

우선 지역 내 위치한 학교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수가 증가하였는

데, 2015년 이화여자대학교의 마케팅동아리와, 한서초등학교, 서울디자인

고등학교와의 총 7회에 걸친 워크샵을 통해 지역학생들의 벽화 등 소금

길 정비사업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지역 내 여타 법인조직 및 기관과도 연계하여 보사노인복

지센터와 지역노인들을 위한 영화상영, 원데이 음악교실 등 여러 프로그

램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캠프 및 일촌공동체와 같은 봉사단체와 반찬봉

사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세브란스 암병동 간호사들과 ‘세브란스 기쁨 

나눔행사’를 통해 염리동 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13분에게 냉장고 및 현

금과 쌀 등을 기부하는 행사를 소금나루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45 

 

 

 

 

 

                                            
45 염리마을공동체 내부 자료 2014-2015년 회의록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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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공지원이 공동체조직간 관계에 미친 영향 

 

1. 공동체조직간 긴말한 네트워크 형성 

 

2012년 마을박람회에서 느슨하게 설립되었던 공동체조직들 간 네트

워크는 소금길사업이 진행되면서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

민자치위원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솔트카페, 청년365, 통장협의회, 극

단민들레 등 각 조직의 리더들 간의 교류를 통해 강한 네트워크로 변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결성된 염리마을공동체와 그 본부인 소금나루는 

조직들 간의 교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새마을 

문고 

 극단 

민들레 

아동여성지
역연대 

㈜솔트  

까페 

통장협의회 

청년연합
36.5 

주민자치위
원회 

서울 

디자인고 

한서 

초등학교 

 

보사 

노인복지 

소금나루 

마포문화
재단 

  

<그림 5-1> 염리마을공동체 내 조직 관계도 
출처: 염리마을공동체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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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염리동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은 염

리마을공동체를 염리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바라보기 보다, 이미 지역

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양한 공동체 조직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연대연합체, 즉 네트워크 조직으

로 바라보고 있다.  

 

A 대표: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가 일을 하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짜임새 있게 도와주는게 이제 소금나루, 사무국이 하는 역

할이죠.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죠. 행정적으로. 

(…)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뭐냐하면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네트워크 한거죠. 목걸이로 만든거죠. (그 전에는) 

그냥 자기들기리 활동하던 단체들인데 그걸 이제 엮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

을 때에는 좀 같이 하자 지금도 물론 다 각기 일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 (조율이) 처음에는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에

는 이제 잘 돼요. 2년 해보니까 이제 좀 잘되는 것 같아요. 

 

D 대표: 염리마을공동체가 대장이 아니에요. 그니까 어른들이 개념이

…염리마을공동체 정관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동의를 해서 같이 만

든거죠. 그러니까 염리마을공동체가 있고 청년365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청년365가 대장이라 할 수도 없고 

솔트카페나 신촌교회가 대장이다 할 수 도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염리마

을공동체라는 이름만 만들어 놓자는 거에요. 이름만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자 여기를 거쳐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 거에

요. 그러니까 향약이나 두레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한편, 이렇듯 형성된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초기 네

트워크에 참가했던 30여개의 지역단체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 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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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한 상태이며, 이는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하여 다른 조직과 교류를 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46

이는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한 지역기반 조직간 네트워크의 확대가능성에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 공동체조직간 정기적 교류 및 협력적 활동 증가 

 

소금길사업 이후 서울시에서 소금길의 관리 본부로 활용할 수 있도

록 무상제공한 폐가압장은 리모델링을 거쳐 카페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재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나루로 재탄생 하게 된다. 이후 염리

동 마을공동체의 주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소금

나루는 솔트카페의 뒤를 잇는 마을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탈바꿈 하

게 된다. 47 

뿐만 아니라 소금나루는 각 주민조직 대표들이 참여하는 총회와 운

영회의 등이 진행 가능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직 간 정기적인 교류

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교류의 결과로서 조직 간 협력적 활동의 수

가 증가하게 되었다.  

 

                                            
46  실제 염리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 남아있는 조직들은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으로 ‘소금나루’의 대여를 필요로 하거나(청년365 및 보사노

인복지센터 등), 직능단체 혹은 공공단체(아동.여성지역안전연대, 마포아트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등)로서 공공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마

련할 필요가 없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다.  
47 필자는 소금나루를 10여 차례 방문하였는데 방문 시 마다 소금나루는 카페에

서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로 북적거렸으며,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서재에 들러 

책을 읽거나 다른 아이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있었다. 소금나루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주민의 평균 수를 통계적으로 수치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체감적으로 

소금나루가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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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 우리가 한 15개 정도 되는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각 단체들

이 단체장들이 모여요, 염리동에 있는. 그래가지고 어느 단체가 하나 영화

상영을 하겠다 하면 여기 통장님들이 20명 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자리

를 다 깔아주고, 그러면 또 다른 단체에서는 간식을 사가지고 또 오고 대

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제공도 해주고…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가 일을 하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짜임새 있

게 도와주는게 이제 소금나루, 사무국이 하는 역할이죠. 중간역할을 해주는 

거죠. 

(…)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해야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제시를 하면 이곳에 와가지고 전체가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즉, 정기적인 총회를 통해 만난 주민조직들은 한 조직이 사업을 제

시할 경우 염리마을공동체의 경우 장소 제공 및 재정적 지원, 주민자치

위원회와 통장협의회의 경우 인력지원 등 각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역할을 분배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조직 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D 대표: 그러니까 자기네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염리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에요. 멘토링 사업은 청년 365에서 주도하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염리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에요. 예산도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서 오

고. 염리마을공동체에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 

장소에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염리마을공동체는 뭐냐면 그 장소를 운영하

기 위한 사무국인 거에요.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여기 가로등 나갔다고 얘

기하면 동사무소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냥 민원인 거잖

아요. 그런 거에요, 주민들판 동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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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도 나 이런 사업 할래 장소 빌려줘 이런 거죠. 그리고 도저히 예

산을 못 마련하겠으면은 우리 이런 사업 하려는데 염리마을공동체 예산 얼

만큼 있어? 사업비 좀 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소금나루) 

커피숍 운영은 이제 또 솔트카페가 하는 거에요. 

 

이렇듯 소금나루 공간을 통해 교류하는 염리동 기반의 조직들의 활

약으로 2010년 염리창조마을축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무사히 치뤄질 

수 있었으며, 이를 주도 했던 A 대표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하고 염리

동은 마포구 마을만들기 실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실적

을 거두었다. 

 

3. 공동체조직간 부분적 단절 발생 

 

소금길사업 추진과정에 염리동 내 기반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조직

이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공동체 조직의 형성과정에서 살펴보았듯

이, 소금길사업이 들어오기 이전 염리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던 조직들과,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중심으로 관계

를 맺기 시작한 조직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본디 행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직능단체 및 청년365 등과 함께 소금길사업에 참여하였지만, 당시 막 자

리를 잡아가고 있던 우리동네나무그늘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따로 소금길사업 참여 제안을 받지 못

하게 되고, 이는 이후 형성된 염리마을공동체에 우리동네나무그늘이 포

함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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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표: 소금길사업은 서울시사업이자 염리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회 그리고 염리마을공동체를 만들면서 하게 된거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

면 저희가 함꼐 할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

로 해서 사업의 팀이 만들어져 있었고, (…) 거기는 이미 다 세팅이 되어있

었고 그렇게 된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우리동네나무그

늘은 염리동 내 다른 협동조합들과 소위 ‘소금꽃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013년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금길사업 이후 형성된 ‘염리마

을공동체’에게 축제의 공동주최를 제안하게 된다. 

 

E 대표: (염리마을공동체랑) 한번 교류가 끊긴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

면 저희(소금꽃 마을네트워크)가 마을축제를 해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뭐겠어요. 마을의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한다. 그럼 가장 이상적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소금꽃 네트워크와 나무그늘이 마을축제를 해요. 그

리고 소금나루와 염리마을공동체에서도 이름만 달라. 우리는 소금꽃 마을

축제인데 거기는 소금길마을축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건 뭐고 저건 뭐야 (…) 같은 행사가 이름만 다르고 두 개가 생기면 주

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하자 

2013년에 (먼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됐어요.  

 

그러나 이미 소금길사업을 통해 다른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별

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된 염리마을공동체는 우리동네나무그늘과 추

구하는 방향과 이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게 되고, 이후 두 주

민조직은 같은 지역에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된다. 

 



 

 85 

A 대표: 하나의 마을에 다른 공동체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에요. (그럼 

같이 활동을?) 같이 안하죠(…) 지금은 그래서 (염리마을공동체와 나무그늘

이) 전혀 별개로 움직이죠.  

 

사실 소금길사업 이전 부터 직능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와 시민단체 성격이 강한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는 어떠한 연결점 없이 별개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주요한 

이유가 단체 대표들의 가치관의 차이였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기회가 

주민조직 간 단절을 촉발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소금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직능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간 것

은 직능단체와 사전에 별다른 연결점이 없었던 지역 내 시민단체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와 우리동네나무그늘 

간 단절을 공고히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 

 

제 3 절 소 결 

 

이 장에서는 소금길사업 및 사업을 통한 공공지원이 염리동 지역에 

위치해 있던 기존 공동체조직에 미친 영향을 개별 조직의 역량 차원과 

공동체 조직 간 관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소금길사업의 기회가 염리동 지역에 위치한 개별 조직들에게 

야기한 가장 큰 변화는 염리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자발적 주민조직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염리동 내 공동체조직의 수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역사업을 주도해왔던 직능단체

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상당 부분 떠맡으면서 행정으로부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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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지역활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소금길사업은 또한 사업의 일차적 목표였던 지역환경 개선과 범죄예

방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직후 소금길의 관리 및 보존을 염리

동 공동체에 위임하여 염리동 내 주민조직들이 주민의 안전 및 지역환

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더 힘쓰게 만들었으며, 서울시에서 제공한 커뮤

니티 공간인 소금나루는 공동체조직들이 자유롭게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간이 필요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주

민복지와 관련된 활동의 수가 증가하는 데 이바지했다. 

신생조직인 염리마을공동체의 경우 소금길사업 직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2년여간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자발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초빙

하여 약 9개월 간에 걸쳐  예산운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운

영회의를 만드는 등 자체적 역량강화에 힘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예산

운용을 통한 조직내 행정 체계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탄생과 

더불어 무상임대된 커뮤니티 공간과 예산지원 등은 염리마을공동체로 

하여금 행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기

회를 앗아감으로써 앞으로 염리마을공동체가 독립적 주민조직으로서 지

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에 위기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 소금길사업의 성과를 통해 조직적 역량을 증명하고 유명세

를 얻게 된 염리동 공동체는 지역 내 위치한 학교들과 보사노인복지센

터, 병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활동

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염리마을공동체는 기존의 공동체조직들을 대표하

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조직간 연결망과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수립되었으며, 이는  소금길사업 이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조직들이 공존하고 있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존중하고 주민조직 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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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리더들의 합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실제 염리마을공동체는 다른 주민조직의 상위에 있는 조직으로서 

다른 주민조직들에 업무를 할당하기 보다 각각의 조직들이 상정한 목표

와 활동들을 한 달에 한 번 총회를 통해 공유하고 각 조직들로 하여금 

다른 조직들의 활동을 돕고 또 도움을 받게 함으로써 조직 간 상호의존

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염리마을공동체를 통해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했던 조

직들은 소금길사업 이전 이미 마을박람회 등을 통해 느슨한 연결망이 

생성되어 이를 계기로 소금길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조직들로서, 소금길

사업에서 배제되었던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위시한 염리동 내 다른 조직

들은 해당 연결망에서 배제되고 별다른 접점의 계기를 찾지 못한채 염

리마을공동체를 통해 연결된 조직들과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공공지원이 기존에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던 공동체조

직들에게는 공동의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공동체조직들의 

경우 사업지원을 통해 교류를 늘리거나 연결망을 형성시키는데에는 한

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표 5-1>에서 볼 수 있듯이 소금길사업을 통한 공공지원은 염

리동 지역 내 공동체조직의 수를 늘리고 개별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조직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

동체의 전반적 역량 강화와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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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공공지원이 염리동 공동체조직에 미친 영향 

구분 변화 세부 내용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새로운 공동체조직의 
탄생 

- 염리마을공동체의 탄생 

공동체조직의 활동 
증가 

-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수의 증가 

- 주민복지 관련 활동 수의 증가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 코디네이터의 등장에 따른 조직의 체

계화 

- 재정적 의존도 심화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활동 증가 

- 지역 내 학교 및 보사노인복지센터, 
세브란스 병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활동의 수 증가 

공동체 조직간 
관계 변화 

조직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지역공동체조직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염리마을공동체의 탄생 

교류 및 협력적 활동 
증가 

- 총회를 통한 조직간 정기적 교류와 역

할분담을 통한 협력적 활동의 수 증가 

조직간 단절 심화 
- 염리마을공동체를 위시한 공동체조직 
및 우리동네나무그늘을 위시한 공동체조

직의 분열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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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그간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도시계획 분야에서 최

근 도시관리 거버넌스의 새로운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반 하 기존에 존재하는 마을공

동체 조직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보고자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염리동 

공동체를 사례로 공동체 조직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였다. 더불어 현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원정책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책으로서 

서울시가 발의하여 마무리된 소금길사업이 기존 염리동 마을공동체 조

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 조직의 역량 측면과 조직간 관계 측면

에서 들여다보았다.   

우선 염리동 지역에 기반한 주민조직들은 한국의 다른 자발적 공동

체조직의 형성 계기와 유사하게 지역리더의 활동에 의해 최초로 형성되

었으며, 공유된 문제의식이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의 조직 리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시작한 각종 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이 주요 활동

을 이루었다. 특징적으로는 염리동 내 주민조직 모두가 순수하게 자발적

인 것은 아니었으며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된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수의 

비자발적 주민조직이 시민단체 및 협동조합과 같은 자발적 주민조직과 

공존하고 있었고, 비자발적 주민조직의 경우 조직 형성자체의 계기는 비

자발적이었으나 조직이 활동의 폭을 넓혀가며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지역출신 리더의 활동과 노력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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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염리동 공동체는 이러한 비자발적.자발적 조직이 단순히 함께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호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단일한 공동체조직이 지역을 대표하며 여러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

를 띠고 있는 기존에 연구된 도시지역의 자발적 공동체와 차이를 보인

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및 마을기업

이 한 지역에 공존하는 모습은 도시지역에서 그리 보기 어려운 모습은 

아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주민조직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

는 사례가 많지 않고 또 직능단체와 시민단체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사례가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염리동처럼 특정한 

계기가 주어져 기존의 주민조직들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협력

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염리동 공동체와 같은 사례가 한국의 다른 도

시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염리동 지역에 들어온 소금길사업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이라는 목표 하 서울시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대상지의 최종선정 과정에 

있어 주민조직의 활성화 정도 여부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소금길사업의 최초 발의는 공공에 의한 것이지만, 사업의 전개과정

에서는 주민조직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염리동 내 공동체조직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사업은 물리적 주거환경

의 개선 및 범죄율 하락의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

니라, 염리동공동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불러왔다. 

공동체조직의 역량 변화 차원에서는 첫째, 염리마을공동체라는 새로

운 주민조직이 탄생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주민조직들이 행정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구에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자발적으로 형성

한 조직이다. 둘째, 소금길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나가

고자 하는 조직리더들의 활약으로 안전 및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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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소금나루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주민복지 프로그램의 수도 증가하였다. 셋째, 염리마을공동체의 경우 신

생조직이라 조직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로부터 재정

적 지원을 받게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코디네이터를 섭외하여 조직 내 체계화를 달성하였지만, 동시에 공공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애초에 내세웠던 독립적 기구로서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공동체 조직간 관계 차원에서는 첫째, 일종의 조직간 매개

체로서 염리마을공동체가 탄생하고 조직대표간 만남을 야기하는 정기적

인 총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둘째, 소금나루라는 공유공간의 존재는 조직간 교류가 확대되

고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활동의 수가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소금길사업에 참여한 조직들과 참여하지 못한 조직들이 각자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따로 활동하게 되면서 일부 조직과의 관계 단절이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소금길사업은 사업의 기회 제공과 커뮤니티 공간의 제공,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염리동공동체 내 개별 조직의 역량

이 강화되고 조직들 간의 관계망이 두터워지는데 기여하였다. 

공동체조직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공공지원을 통한 공동체조직의 역

량 및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염리동의 사례가 한국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에서 갖는 시사점을 다

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조직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리더의 존재는 필수적이

다. 염리동 내 지역리더들이 심층인터뷰에서 밝혔듯, 공동체조직의 활동

은 보수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활동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된다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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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다. 염리동 내 지역활동에 참가 중인 리더 중에서 실제 돈

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출판업을 하고 있는 B 회장이 유일

하며, 다른 리더들의 경우 종교적.정치적 동기 등을 지니고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뛰어들었거나 은퇴한 후 남는 시간을 보내고자 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 활동에 리더로

서 뛰어들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

른 한편으로는 해당 조건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해내는게 공동체조직의 

형성과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조직의 최초 형성이 자발적이 아닐지라도 해당 조직의 활동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즉,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는 존재

하는 주민조직에 실제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지 해당 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주민에 의한 것인지 혹은 조례에 의한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

제이다. 실제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협력적 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자

발적으로 형성된 주민조직으로 하여금 지역운동 및 활동에 있어 경험을 

쌓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실상 조직간 최초의 관계망을 형성하

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공지원은 기존에 활동하는 주민조직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는 조직의 역량 강화와 조직간 관계 확대 측면에

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공공지원이 개별 조직의 의존도를 

심화시키거나 관변단체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원의 분배 과정에

서 기존 공동체조직 간 갈등 역시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염리동 사례에서만큼은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염리마

을공동체 조직의 경우 재정적 의존도가 다소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의

사결정과정에서 행정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관변단체로 변질될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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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오히려 지원받은 자원을 잘 운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

려는 노력을 거듭하였다. 또한 공공으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 염리마을공동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미 예

산마련을 위한 자구책을 지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갈등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금나루와 같은 물리적 공간의 지원은 특히 조

직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안 

 

본 연구는 한국의 모든 자발적 마을공동체 사례를 연구한 것이 아니

라 단일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해당 연구 결과를 한국 내 

자발적 마을공동체 조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공공지원 역시 정부에서 시행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지원사업을 모두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 중 하나인 소금길사업만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공공지원이 기존 공동체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온다고 단언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더불어 공공지원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직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역량 및 조직간 관계는 살펴보았지만, 조직에 

참여하는 주민들 및 일반 지역주민들의 개별적 역량 변화 여부와 거버

넌스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체의 역량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

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마을공동체 조직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한 사례를 더하여 기여하였고, 공공지원

이 기존에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공동체적 활동이 존재하

는 지역에서는 공동체조직의 역량을 실제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

례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 마을공동체의 고유한 특성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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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연구가 향후 이어져 누적되어야 하며, 

공공지원이 마을공동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다층적인 분석

이 수행되어 향후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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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Public grants on the 

Capacity and Networking of 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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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of Yeomni-dong community in Seo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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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emerged governmental policies of  urban regeneration are 

taking measures to include community in the policy as a more proactive 

urban management body to break the traditional mode of urban public-

based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the study of community 

as an important subject of urban management governance is performed 

actively in urban planning related fields, but its interest is only focusing on 

aspects that yield results, such as the achievements and the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community projects.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how Korean urban 

communities have formed and developed since the traits of local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will vary depending on the larger national socio-cultur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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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o that, current community policies theorizes that the 

capacity of community organisations will be enhanced through public 

support and grants, but there is an insufficient number of case studies of 

how public grants actually strengthen or weaken the capacity of the existing 

community organisations. This may question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objectives of public policy grants for communities that are currently 

being implemen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how voluntary 

community organisations in Korea are specifically formed and which level 

of development they have reached. Further purpose is to also evaluating the 

impact of public grants on the capacity and networking of existing 

community organisations and this will be done so by an in depth review 

of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community policy. 

For this research, Yeomni-dong in Seoul has been selected as 

the destination for th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leaders of local 

community organisations, a coordinator and experienced staff that has 

worked in those organisations, literature re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ere conducted. 

As a result, the study determined that most community organisations 

have been formed and activated by a leader’s voluntary actions and come to 

the considerable organisational systematic level. Also, public grants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community organisation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collaborative activities between the organisations 

as well as strengthening and reinforcing the network of organisations as far 

as those organisations have primarily formed and existed i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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